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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지난 2016년 9월 26일, California 선거법 섹션 4005에 추가하여, 인가된 카운티에서 감독관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시 우편으로 선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California 유권자 

선택법(VCA) 또는 상원 법안 (SB) 450 (Allen, D-26)이 통과되었습니다. VCA에 따라 선거 29일 전부터 

전체 유권자들에게 투표지가 우편 발송되며 각 카운티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유권자가 투표를 

실시하고 투표지를 제출하는 공식 투표지 제출용 박스와 투표소를 카운티 전역에 설치하게 됩니다. 본 

법안은 투표 방법을 다양화하여 유권자들의 참여도를 높이도록 선거를 개혁하는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였습니다. 

VCA 전의 선거는 기존의 투표소 모델로 실시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우편 투표 및 투표소 행정이 

결합된 모델입니다. 선거법 § 12261 (a)에 따르면 카운티 선거 담당 공무원들은 최대 1,000명의 

유권자와 그에 대한 투표지가 포함된 선거구를 결정해야 합니다(이는 또한 카운티 및 주 정부에서 

선거구별로 선거 결과를 보고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 소스의 역할을 합니다). 장애가 있는 유권자만 

영구 우편 투표 유권자 목록에 등재 가능하며 장애가 없으면서 우편 투표를 원하는 경우 선거 때마다 

신청해야 했습니다. 우편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는 지정된 투표지에서 선거구와 투표지의 종류에 

따라 투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California주 선거법은 우편 투표를 확대하고 누구나 영구 우편 투표 유권자가 되는 

것을 허용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Santa Clara 카운티에서 과반수 이상의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방문하여 투표하는 대신 우편 투표를 신청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구 우편 투표 

유권자로 등재된 유권자들은 선거일로부터 약 29일 전에 투표지를 우편으로 받게 되며 투표일의 투표 

종료 시까지 투표지 또는 투표지 제출용 박스에 투표한 투표지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투표지를 

제출하면 됩니다. 

VCA가 시행되면서 선거는 새로운 투표소 모델에 따라 실시됩니다. 이 모델에 따라 모든 등록 유권자는 

우편 투표 유권자가 되며 예정된 선거일로부터 29일 전부터 우편으로 공식 투표지를 받게 됩니다. 

또한 유권자들은 우편(선불 봉투 사용)으로 투표한 투표지를 보내거나, 카운티의 모든 공식 투표지 

제출용 박스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한 투표지를 제출하는 총 세 가지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우편 투표지를 반송하는 대신 Santa Clara 카운티에 있는모든 투표소 또는 유권자 등록국(ROV)의 

사무소에서 직접 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투표소 모델이 적용되어도 기존의 영구 우편 투표 유권자들에게는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이

모델에 따른 변화는 선주로 선거일 당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는 일반 유권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이제 유권자들은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으며, 특히 카운티 내에 등록된 모든 

유권자들은 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선거 관리 계획(EAP)은 이러한 변화로 인해 유권자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ROV는 EAP의 초안이 완료되면 최종 마무리 전에 주민들의 의견, 반응, 

제안을 구할 것입니다. EAP 초안 개정본을 공고할 때마다, 주민들은 일정 기간 동안 투표소 및 공식 

투표지 제출용 박스의 위치를 포함하여 EAP 및 개정본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난 카운티의 최종 EAP는 California주 총무처장(SOS)에게 공식적으로 제출하여 

승인 및 채택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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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내 모든 주민들이 VCA로 인한 변화에 대해 알 수 있도록, ROV는 투표 접근성 

자문위원회(VAAC)와 언어 접근성 자문위원회(LAAC)를 설립했습니다. VAAC는 노인 및 장애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자문 및 권고 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VAAC의 미션은 모든 유권자에게 독립적으로 그리고 기밀을 유지하면서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편 LAAC는 영어 외 언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는 유권자들이 선거 과정을 자신의 

언어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자문 및 권고 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LAAC의 미션은 

선거의 언어적 편의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두 위원회 모두 ROV에 중요 지침을 제공하며 카운티를 위한 

유권자 지원 및 선거 관리의 기본 요소입니다. ROV는 언제든지 LAAC 또는 VAAC에 대한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이 위원회에 지원하려면 ROV 웹사이트, www.sccvote.org/voterschoice에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ROV는 또한 유권자 교육 및 지원 연합(VEOC)을 설립하여 주민들에게 VCA 및 커뮤니티 참여를 

위한 기회를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EAP에는 이러한 위원회 및 다양한 파트너 

단체의 반응과 정보가 반영됩니다. 커뮤니티의 지원은 VCA뿐 아니라 Santa Clara 카운티의 새로운 

선거 관리 방법론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VCA하의 첫 선거는 2020년 3월 3일 대통령 예비 선거입니다. 본 문서는 이 선거 및 이후 선거 시 

Santa Clara 카운티에서 VCA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참고로 기술 용어 또는 선거 

관련 용어는 부록 A의 용어집에서, 자주 묻는 질문사항(FAQ)은 부록 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http://www.sccvote.org/


파트 1 – 선거 관리 계획(EAP) 
유권자 선택법(VCA)을 시행하는 카운티는 그로 인한 변화가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가 포함된 선거 관리 계획(EAP)의 초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EAP는 파트 1-선거 관리 및 

파트 2 - 교육 및 지원 계획, 이렇게 2개 파트로 나뉩니다. 

우편 투표(VBM) 절차 

EAP에는 투표소와 공식 투표지 제출용 박스 및 운영 시간, 언어 접근성 자문위원회(LAAC) 및 투표 

접근성 자문위원회(VAAC), 유권자 교육 및 지원 계획, 주민 의견 수렴 및 통보, 기타 관련 내용이 

명시됩니다. 

투표소 모델에서 등록 유권자들은 모두 우편 투표 유권자가 되며 그에 따라 우편 투표 패킷을 받게 

됩니다. 이 패킷은 다음을 포함하여 흰색 봉투에 담겨 유권자들에게 발송됩니다. 

• 파란색 반송 봉투

• 공식 투표지(해당 선거의 후보자 수에 따라 여러 장이 될 수 있음)

• 투표지 작성 및 반송법 설명서

• 투표소 및 투표지 제출용 박스 위치와 그 운영 시간이 명시된 시트

• “I Voted” 스티커

• 기타 추가 정보가 명시된 설명서(필요시)

모든 투표지는 선거 29일 전부터 우체국(USPS)을 통해 발송됩니다. 발송이 개시되면 유권자들은 곧 

우편 투표 패킷을 받게 됩니다. 

우편 투표를 완료한 유권자들은 선불 완납 봉투를 사용하여 일반 우편으로 투표지를 반송하거나 

투표소 또는 공식 투표지 제출용 박스에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투표소는 공식 투표지 

제출용 박스의 역할도 하게 되며, 제출용 박스 중 일부는 지정된 지역의 카운티 주변에 단독형으로 

설치됩니다.  

유권자가 제때 투표지를 받지 못하거나 투표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투표지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새 우편 투표 패킷이 대체 투표지와 함께 우편 발송됩니다. 선거가 7일 이내인 시점에

투표지를 교체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유권자 등록국(ROV) 사무소 또는 투표소를 방문해야 새 투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 외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 등록 유권자에게는 투표지가 중국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크메르어, 한국어, 힌디어, 일본어 등 8개 국어로 제공됩니다. 유권자 등록 시 이 중에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투표지와 우편 투표 자료도 선호하는 언어로 발송됩니다. 또한 전화((408) 299-

VOTE), 팩스((408) 998-7314), 이메일(voterinfo@rov.sccgov.org), 직접 방문 또는 유권자 조치 

요청서(VARF)를 통해 ROV 사무소에 연락하여 선호하는 언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VARF는 ROV 

사무국에서 수령하거나 이메일, 팩스 또는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ROV 웹사이트 및 카운티 

유권자 정보 가이드(CVIG)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6



편리한 우편 투표 

유권자는 읽기 편한 형식으로 된 투표 관련 자료를 ROV 사무소에 연락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가 이러한 요청을 하면 해당 요청이 영구 목록에 등재되고, 선거 때마다 읽기 편한 형식으로 

투표 자료를 받아 보게 됩니다. 다른 카운티로 이주하거나 중범죄자 목록에 등재되거나 사망할 

경우에만 이 목록에서 삭제됩니다. 

그 외에도 유권자가 요청할 수 있는 옵션으로 원격 우편 투표(RAVBM) 시스템이 있습니다. RAVBM 

시스템은 군인 및 해외 유권자뿐 아니라 등록 장애 유권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1. RAVBM을 이용하는 

유권자에게는 공식 투표지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 인쇄 방법, 투표지 작성법 및 선거일까지 ROV로 

반송하는 방법이 명시된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RAVBM 유권자는 다른 등록 유권자와 마찬가지로 

투표지를 투표소에 반납하거나, 투표지 제출용 박스에 반납하거나 일반 우편으로 반송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반송 방법과 무관하게 투표지는 봉투에 담긴 상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 투표 패킷에 포함된 파란색 

반송 봉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866) 430-8683 번으로 전화하여 ROV에 대체 투표지 반송 

봉투를 요청하거나 투표소 또는 ROV 사무소를 방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투표지 제출용 박스에서도 

대체 투표지 반송 봉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봉투를 만들 수도 있으나, 이때는 

투표지와 함께 유권자 서약서 양식을 출력 및 서명하여 동봉해야 합니다. 파란색 반송 봉투로 투표지를 

제출하는 경우 우표를 구입할 필요가 없으나, 자체 봉투를 이용하여 반송할 경우 일반 우편물로 

처리되므로 우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투표지가 필요하지만 응급 의료상 이유로 병원에 입원해 거동할 수 없거나, 집 밖으로 이동이 불가능해 

직접 투표지를 구할 수 없는 유권자에 대해서는 긴급 투표지 전달 절차를 이용합니다. 이때는 조기 

투표 신청서(부록 B)를 반드시 작성하여 ROV의 선거 정보 관리 시스템(EIMS)을 통해 현재 등록 정보 

및 서명과 대조,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등록된 유권자는 반드시 조기 투표 신청서를 작성, 

서명하고 일자를 기입해야 합니다. 유권자가 신청서에 서명할 수 없는 경우 타인이 “X”표로 서명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때 유권자를 돕는 사람은 자신의 성명과 함께 “본인이 증언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입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작성한 조기 투표 신청서를 ROV에 발송하면 됩니다. ROV가 EIMS에서 

유권자 정보 및 서명을 확인하고 나면, 투표지를 발급하며 완전한 우편 투표 패킷이 준비됩니다. 

유권자를 돕는 사람은 그 투표지를 각 유권자의 장소로 가져다 줍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해당 

투표지를 ROV로 제출하여 다른 우편 투표지와 함께 처리하게 됩니다. 

카운티 감옥에 구속/수감 중인 유권자는 긴급 투표지 전달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연방 감옥에 

수감된 유권자는 법에 따라 투표 자격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1California주 선거법 § 303.3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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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투표지 제출용 박스 위치 

2019년 2월 자 주 총무처장(SOS)의 등록 보고서에 따르면 Santa Clara 카운티의 유자격 유권자는 약 

120만 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카운티에는 약 91만 명이 유권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ROV는 이 

수가 2020년 3월 대통령 예비 선거에서 1백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California주 

선거법은 이 수를 바탕으로 카운티가 유권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공식 투표지 제출용 박스의 수를 

결정합니다. 

• 선거 28일 전 및 선거일을 포함한 총 29일 동안 등록 유권자 15,000명당 1개 이상의 투표지

제출용 박스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제안된 공식 투표지 제출용 박스의 구획 지도는 부록 C를

참고하십시오.

ROV의 등록 유권자 수를 바탕으로 볼 때 최소 투표지 제출용 박스는 67개가 필요합니다. ROV는 각 

구별로 최소 1개의 박스를 설치할 계획이며, 목표 개수는 91개입니다. 현재 제안된 투표지 제출용 

박스의 위치 및 운영 시간은 부록 D를 참고하십시오.  

투표지 제출용 박스 설치 

구획/지역 분류 
최소 필요 개수 제안된2 개수 

공식 투표지 제출용 박스 
(등록 유권자 1만 5천 명당 1개소) 

67 91 

투표지 제출용 박스에 가장 적합한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ROV는 SOS 및 선거법에 따라 의무화된 

14개의 기준에 근거해 가장 효율적인 투표소의 장소를 결정하였습니다.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14개 기준은 ROV가 접근성이 가장 좋은 투표지 제출용 박스의 위치를 결정하는 과정에 

도움이 됩니다. 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교통 인접성

2. 우편 투표 이용률이 낮은 커뮤니티에 대한 인접성

3.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인접성

4. 소수 언어 커뮤니티에 대한 인접성

5. 장애 유권자들에 대한 인접성

6. 차량 소유 커뮤니티의 낮은 투표율을 고려한 인접성

7. 저소득 커뮤니티에 대한 인접성

8. 유권자 등록률이 낮은 커뮤니티에 대한 인접성

9. 북미 원주민 포함 원격지 커뮤니티를 고려한 인접성

10. 전반적 접근성 및 무료 주차

11. 투표소 및 투표지 제출용 박스 이동 거리 및 소요시간

12. 우편 투표가 어려운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대체 투표 방식의 필요성

13. 투표소 및 공식 투표지 제출용 박스 인근 교통 현황

14. 이동식 투표소의 필요성

2ROV가 파악한 지역 구획은 예상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지침 역할만 합니다. 한편 VCA에 따른 개수는 “최대 15,000”명의 유권자의 투표가 가능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다시 말해 지역별 예상 유권자 수는 VCA에 따른 총 유권자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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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V는 장애 유권자들을 위해 교통 및 인구 밀도를 반영한 공식 투표 제출용 박스의 위치와 관련된 

미국인 장애인법(ADA)의 요건을 준수합니다. 투표지 제출용 박스는 선거 29일 전부터 각 장소에 

배치됩니다. 선거 27일 전까지 제출용 박스를 모두 설치하고 사용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제출용 박스는 모든 유권자가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설계해야 합니다3.  

• 물리적 손상 및 불법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야외에 인원이 없이 배치되는 제출용 박스는 기물

파손, 무단 제거, 악천후 등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야 합니다.

• 제출용 박스에는 투표지를 변조하거나 꺼내지 못하도록 아주 작은 구멍이 있어야 합니다.

• 제출용 박스는 무단 접근 시 이에 대한 물리적인 증거가 남을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선거 담당

공무원은 본 섹션과 관련하여 변조 방지 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출용 박스에는 투표지를 삽입할 위치를 나타내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제출용 박스에는 고유 식별 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이는 지정된 투표지 회수 담당자 및 유권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 제출용 박스에는 “공식 투표지 제출용 박스(Official Ballot Drop-Box)”라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 제출용 박스 및 그 구성품은 손으로 강하게 쥐거나 비트는 등의 동작을 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제출용 박스 및 그 구성품은 유권자가 단 5파운드의 압력만 가해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제출용 박스는 휠체어 이용자를 고려하여 바닥/지면에서 15 ~ 48인치 내에 설치해야 하나, 이는

차량 운전자용 제출용 박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출용 박스 표지는 배경과 대비를 이루며 “눈부심 방지”용 마감재로 처리해야 합니다.

• 제출용 박스는 유권자가 그 공식적 성격과 안전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 카운티 전역의 투표지 제출용 박스는 인원 배치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기능이 동일하고,

디자인과 색상이 유사하되 유권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식이 있어야 합니다.

• 투표지 제출용 박스의 크기는 Santa Clara 카운티의 요구를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공식 투표지 제출용 박스와 관련하여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중요 사항: 

• 제출용 박스에 투표지를 반송할 시에는 우편 요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우편 투표지는 선거 당일 오후 8시 이후에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o 제출용 박스는 정확히 선거 당일 오후 8시에 잠깁니다.

o 다만 투표소가 닫히는 시점에 아직 유권자들이 투표지를 제출하기 위해 대기하는 경우

및 운영 시간이 법원 명령에 의해 연장될 경우는 예외입니다.

• 공식 투표지 제출용 박스를 변조하는 것은 중죄입니다4.

• 제출용 박스가 가득 찼거나, 변조되거나, 손상된 경우 선거 담당자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이

내용을 통지서로 작성하여 해당 박스에 통지서를 두어야 합니다.

• 제출용 박스에는 ROV 사무소 번호 및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가 표시되어 ROV 또는 SOS에

해당 박스가 위변조 또는 손상되었음을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5.

영어 외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 등록 유권자를 위해 중국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크메르어, 

한국어, 힌디어, 일본어 등 8개 국어로 투표지 제출용 박스에 “공식 투표지 제출용 박스”라고 

표시됩니다.  

3주 선거법 § 20132를 참고하십시오. 
4California주 선거법 § 18500을 참고하십시오. 
5California주 선거법 § 20132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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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투표지 제출용 박스에는 필요시 추가 투표지 반송 봉투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됩니다. 유권자는 봉투의 설명을 따라 성명, 거주지 주소, 생년월일, 서명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투표지 제출용 박스를 이용하는 경우 투표지는 유권자의 정보 및 서명을 기입한 봉투에 넣어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가 제공됩니다. 

투표소 

유권자 선택법(VCA)은 다양하면서 새롭고 흥미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투표소는 최대 11일간 

운영되며, 새롭고 접근성 높은 투표 장비와 언어 지원 서비스를 갖추고 조건부 유권자 등록(CVR) 및 

당일 투표 등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또한, 유권자는 지정 투표소가 아닌 Santa Clara 카운티 전역에 

있는 약 110개의 투표소 중 한 곳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VCA에 따라 투표소는 기존 투표소 시스템보다 장기간 운영해야 합니다. 투표소는 (1) 선거 10일 전 및 

선거일 포함 총 11일, (2) 선거 3일 전 및 선거일 포함 총 4일 등, 두 가지 조기 선거 기간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California주 선거법은 카운티가 유권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투표소 위치의 근거가 되는 변수를 

제시합니다. 

• 선거일로부터 10일 전 및 선거일 포함 총 11일 동안, 유권자 5만 명당 투표소 1개소를 운영해야

합니다.

• 선거일로부터 3일 전 및 선거일 포함 총 4일 동안, 유권자 1만 명당 투표소 1개소를 운영해야

합니다.

Santa Clara 카운티는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 3월 대통령 예비 선거 시 예상 

유권자 수를 바탕으로 최소 요건보다 높여서 11일간 운영되는 투표소는 2개를, 4일간 운영되는 

투표소는 8개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ROV는 카운티를 5만 유권자와 1만 유권자를 기준으로 

나눈 2개의 지도를 만들었습니다(부록 E 참고). 이 지도는 투표소 위치 결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5만 

유권자 구획 지도는 11일간 운영되는 투표소를 결정하는 과정에 이용했으며, 1만 유권자 구획 지도는 

4일간 운영되는 투표소를 결정하는 과정에 이용했습니다. 

투표소 운영 시간은 선거일 전에 투표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6. 유권자들은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모든 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7. ROV가 고려하는 투표소 후보지 

목록은 부록 F를 참고하십시오. 또한 본 자료 발표 이후 현재 고려 중인 투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표지 제출용 박스 설치 

구획/지역 분류 

최소 

필요 개수 
제안된8 개수 

11일 운영 투표소 
(등록 유권자 5만 명당 1개소) 

20 22 

4일 운영 투표소 
(등록 유권자 1만 명당 1개소) 

80 88 

6ROV는 아직 투표소 결정 과정을 진행 중이며, 본 자료 발표 시점에 특정 위치 및 운영 시간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7선거법 § 4005 
8ROV가 파악한 지역 구획은 예상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지침 역할만 합니다. 한편 VCA에 따른 개수는 “최대 50,000”명의 유권자의 투표가 가능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다시 말해 지역별 예상 유권자 수는 VCA에 따른 총 유권자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안된 수는 모집과 관련된 최소 목표치입니다. 

ROV는 지원이 더 필요한 지역에 대해 필요시 위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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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수치는 예상 등록 유권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계산 수치는 선거법에 따라 선거 88일 전에 

결정됩니다9. 

전통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있는 연도에 등록 유권자 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기준으로 Santa Clara 카운티에는 약 91만 명의 유권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ROV는 이 수가 

2020년 3월 대통령 예비 선거 전에 최대 1백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0년 11월 대통령 

선거까지 유권자 등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시마다 일관성을 기하고 적절한 수의 

투표소를 유지하기 위해, ROV는 11월 총선거를 대비하여 110만명의 등록 유권자를 추산하여 이를 

바탕으로 인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ROV는 3월 및 11월 선거 양쪽에서 같은 수의 

투표소를 유지할 수 있으며 위치도 변경되지 않으므로, VCA 시행으로 인해 변화가 이루어지는 중에도 

유권자들이 안정적으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자격 유권자 수 등록 유권자 수 유자격 및 미등록 유권자 수 예상 등록 유권자 수 

1,200,000 910,000 290,000 1,000,000 

유권자 등록 

새로워진 투표소는 기존 투표소 모델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투표소에서 유권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등록하고 등록 정보를 갱신하거나 조건부 투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조건부 유권자 등록(CVR)에 따라 투표 자격이 있는 유권자는 CVR 봉투에 담긴 

투표지를 받습니다.  

CVR은 15일의 등록 기간 중에 등록하지 않은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등록하고 당일에 투표까지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유권자는 15일의 등록 기간이 마감된 후에도 CVR을 이용하여 주소 또는 정당 

정보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투표 완료된 CVR 투표지가 ROV 사무소로 반송되면 이 유권자는 자격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투표지는 유권자가 자격 요건 일체를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후에만 개봉 

및 계수됩니다. 또한 CVR 봉투는 해당 유권자의 등록 진술서이기도 하며 유권자는 봉투에서 

접수증을 떼어내고 ROV 웹사이트에서 투표지 상태 정보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10.  

대체 투표지 

이제 유권자가 요청할 시 대체 투표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투표소를 통해 해당 선거에서 

자신이 투표한 투표지를 ROV가 접수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시 대체 투표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11. 

ROV가 유권자로부터 투표지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ROV는 유권자가 임시로 투표하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9선거법 § 12223 
10 우편 투표지 추적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eservices.sccgov.org/rov?tab=ab  
11선거법 § 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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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투표12 

유권자는 모든 투표소에서 임시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등록되었다고 주장하는 유권자에 대해 

ROV 담당자가 등록 여부 및 자격을 즉시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ROV는 유권자에게 이러한 권리를 알리고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 임시 투표지 및 투표 과정/절차에 관한 서면 지침

•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자격에 대한 서면 확약 - 유권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임시 투표 시에는 ROV 직원이 보는 앞에서 유권자가 자격이 있으며 Santa Clara 카운티에 

등록되었음을 나타내는 확약서에 해당 유권자 본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유권자는 ROV 주 

사무소로 반송하는 임시 투표 봉투에 투표지를 봉인해야 합니다. 

공식 유세 기간 동안 직원들은 유권자의 주소를 확인하고 임시 투표지 봉투의 서명이 유권자의 등록 

진술서 또는 유권자 등록 파일의 다른 서명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 중간 이름 또는 둘 

다의 첫 글자가 아닌 다른 글자로 된 서명을 사용해도 투표지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또한 직원들은 

투표지를 개봉 및 계수하기 전에 추가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시 투표지를 사용하는 유권자는 봉투에서 접수증을 떼어서 ROV 웹사이트에서 자신이 행사한 표의 

상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13유권자는 자신의 표가 계수되었는지 여부를 ROV에 문의하거나 

웹사이트1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계수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임시 투표지의 

수는 새로운 투표 시스템과 전자 선거인 명부 덕분에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표소에서의 접근성 높은 투표 

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 등록국(ROV)은 VCA의 계획 및 시행에 있어 유권자의 접근성이 

고려되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접근성은 ROV에서 투표소 선정, 투표 장비, 그리고 유권자들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선거 관리요원들의 교육 및 배치를 고려함에 있어 주요한 사항입니다. ROV는 

모든 유권자에게 안전하고 접근성이 높으며 독립적인 투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원격 액세스 우편 

투표(RAVBM)와 같은 기존 프로그램과 함께 새로운 투표 장비를 사용합니다. Santa Clara 카운티는 

모든 투표소에서 접근성 높은 투표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노력할 것입니다15.  

ROV는 California주의 접근성 점검목록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표준에 부합하는 투표소 시설의 기능과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모든 수정 사항은 시설의 구성 및 운영을 담당하는 

감독관에게 제공될 지도, 이미지 및 사진이 포함된 전달 시스템 및 개별 투표소 책자에 명시됩니다. 

또한 이러한 수정은 미국 장애인 차별 금지법(ADA)의 16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런 요건에는 ADA에 

따른 주차장, 경사로, 문, 통로 및 기타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2선거법 § 14310 
13우편 투표지 추적 웹사이트: https://eservices.sccgov.org/rov?tab=ab 
14임시 투표지 추적 웹사이트: https://eservices.sccgov.org/rov?tab=pb  
15선거법 § 19240 
16ADA(미국 장애인 차별 금지법) 웹사이트: https://www.ad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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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a Clara 카운티의 각 투표소에는 3~6대의 접근성 높은 투표지 기표 장치가 설치됩니다. Dominion 

투표 시스템 ICX BMD는 일부 장애 유권자들에게 독립적인 투표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각 투표소의 

BMD는 ADA를 준수하며 다양한 투표 방법을 지원하는 기능과 부속품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는 투표지 유형 및 언어 일체를 지원하도록 프로그래밍됩니다. 

Santa Clara 카운티의 전자 투표 시스템은 시각 장애 유권자가 도움 없이 비공개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접근성 높은 BMD에는 유권자들이 투표지의 내용을 듣고 접근성 높은 키패드를 

사용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오디오 투표 장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유권자가 원하는 대로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청각 및 촉각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므로 편리하게 기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지에 

표기를 할 수 없는 유권자는 투표를 도와줄 인원으로 최대 2명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ROV는 

요청이 있을 시 카운티 유권자 정보 가이드(CVIG)의 오디오 테이프를 제공합니다.  

한 대 이상의 BMD 투표 장비가 고장으로 오작동하는 경우 ROV는 신속히 필요한 장치를 교체하는 

절차를 개시합니다. 교체 절차에는 사용 가능한 장비, 필요한 용량, 고장의 심각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6개의 투표소 그룹별로 3개 팀이 1개 지원 현장에 

투입됩니다.  

각 투표소에서 제공하는 추가 접근성 서비스로는 가두 투표를 비롯하여 투표 과정 전반을 지원하도록 

교육을 받는 투표 보조원이 있습니다. 

언어 지원 

ROV는 각 투표소에 필요한 모든 언어에 대해 일정한 언어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17. Santa Clara 

카운티의 경우 이러한 언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영어

- 중국어

- 스페인어

- 타갈로그어

- 베트남어

- 크메르어

- 한국어

- 힌디어

- 일본어

특정 커뮤니티의 필요에 따라, ROV는 모든 커뮤니티에서 주로 사용되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2개 

언어가 가능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특정 언어가 필요한 지역은 별도로 파악하게 되며, 2개 

언어가 가능한 직원이 부족한 경우 투표소는 ROV에 연락하여 유권자와 사무소의 2개 언어가 가능한 

직원과 연결시켜주거나 카운티의 전화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유권자 데이터베이스의 매핑 및 언어 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ROV는 2개 언어가 가능한 직원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해당 커뮤니티에서 근무하도록 배치할 것입니다. 특정 언어 커뮤니티의 투표소에 

이중언어 구사 선거 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는 카운티 전역의 각 투표소에 충분한 수의 언어별 

이중언어 구사 선거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의미합니다. 

17선거법 § 1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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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투표 자료는 연방 정부에서 의무화한 4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공식 투표지, CVR 및 임시 봉투, 

모든 투표소 표지판에는 연방 정부 지정 필수 언어 4개 언어 외에 주 정부에서 의무화한 크메르어 및 

한국어 등 2개 언어를 비롯하여, 의무화되지는 않았으나 우리 카운티의 역사를 고려하여 포함된 

일본어 및 힌디어가 사용됩니다. 

특정 언어가 가능한 이중언어 구사 직원이 부족한 경우, 투표소 직원들은 ROV 사무소로 전화하여 

ROV 소속 이중언어 구사 직원 중 한 명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ROV는 카운티의 전화 통역 

서비스를 통해 언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투표 정보는 인쇄 매체뿐 아니라 2018년 6월 및 11월 조기 투표소에서 사용된 카운티 유권자 정보 

가이드(CVIG)가 포함된 랩톱을 이용한 전자적 방식으로 연방 정부의 필수 언어로 제공됩니다. 모든 

투표소에는 언어 지원 서비스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표지판이 부착됩니다. 

투표소 배치 고려사항 

ROV는 투표지 제출용 박스 위치 섹션에 명시된 주 총무처장 지정 14개 기준을 이용합니다. 미국 

지역사회 조사, ROV 유권자 데이터베이스, VTA 버스 정류장 등 여러 출처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러한 기준에 대한 수치를 파악합니다. 이 기준에는 대중교통, 교통 패턴, 인구 밀집 지역, 

소수 언어 민족, 장애, 낮은 차량 보유율, 저소득, 낮은 우편 투표율, 낮은 유권자 등록률 등이 있습니다. 

투표소 및 투표지 제출용 박스 설치 장소를 선정하는 데 이용된 데이터 맵은 부록 G에서 볼 수 

있습니다.  

ROV에서 최적의 투표소 위치를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DOTS”라는 부지선정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이 도구는 카운티를 0.5마일의 그리드로 분할합니다. 각 그리드에 위의 각 기준에 대해 

1~5점을 부여합니다. 개별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합계를 구했습니다. 그런 다음 투표소 및 투표지 

제출용 박스 설치 후보지를 점수 지도에 배치했습니다. 고득점 그리드에 해당하거나 그 인근의 위치가 

기준에 더 부합하므로 이 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도 고려했습니다. 주민의 의견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인구 밀집 지역, 교통 

패턴, 소수 언어 커뮤니티, 장애 유권자, 대중 교통 등에 대한 인접성입니다. ROV는 등록률 및 우편 

투표 이용률이 낮은 커뮤니티야말로 조건부 유권자 등록 및 직접 투표와 같은 투표소의 서비스가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커뮤니티에 대한 인접성을 더욱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대중 

및 ROV 담당자가 선정한 기준에는 부지선정 도구 개발 과정에서 더 많은 가중치가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투표소 경계선을 설정하여 투표소까지의 이동 거리 및 시간을 제한했습니다. 가용성, 비용, 크기, 

공간 형태, 주차 편의성 및 장애 유권자를 위한 대체 투표법 필요성 등의 기타 기준은 상황에 따라 

평가했습니다. 

현재 ROV는 자원 부족으로 인해 이동식 투표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ROV는 더 많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최소 요건보다 많은 투표소 및 투표지 제출용 박스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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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리요원의 구성 

ROV는 선거법상 선거 위원18으로 칭하는 선거 관리요원을 채용합니다. 선거 관리요원은 유권자 처리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대한 다양한 커뮤니티 출신자들로 구성됩니다19. 투표소 직원들은 고객 

서비스, 이중언어 구사 능력, 다양성 및 포용성, 리더십, 기술적 역량, 커뮤니티 참여라는 시민 의무에 

대해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이들은 새로운 투표소 기술, 유권자 처리 방법 및 군중 통제 관리에 대해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고령자 및 장애 유권자를 위한 접근성, 포용성, 적절한 의사소통 등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게 됩니다. ROV는 적격성과 커뮤니티의 필요에 기초하여 최고의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과거 선거 관리요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인원에게도 필요시 근무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전달하며, 충원 필요에 따라 이러한 경험자들이 채용될 수도 있습니다. 

선거 관리요원은 추가 지원 카운티 공무원 및 유급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집니다. 팀장 및 팀원들은 

시간제 카운티 근무자로 채용하며 응대요원은 대부분 유급 근무자입니다(전직 선거 관리요원, 

고등학교 학생 등). 투표소 직원들은 모두 자신의 역할에 따른 교육을 받으며 선거 기간 중 최소 

1일(유급 근무자) 이상 근무하게 됩니다. ROV의 지원 이벤트에는 선거 관리직 지원자들이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카운티에 제출하는 채용 이벤트도 있습니다. 

투표소의 인원 충원은 투표소 규모 및 선거일까지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재 계획은 각 

투표소에 6~15명의 선거 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규모가 더 큰 투표소에 대해, 그리고 

업무량이 많거나 선거일이 다가오면 추가 충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카운티의 언어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다국어 구사 선거 관리요원을 모집하게 될 것입니다. 

전자 선거인 명부(E-명부) 

VCA에 따른 변경 사항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투표소는 전자 선거인 명부를 사용하도록 

갱신됩니다.20 이러한 e-명부는 투표소와 ROV 선거 정보 관리 시스템(EIMS) 간의 안전한 전자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사용되는 전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조합입니다. 또한 ROV EIMS는 VoteCal에 

정보를 전달합니다. VoteCal은 중앙화된 주 전역 유권자 등록 데이터베이스로, 카운티 선거 관리 

시스템 및 교정/재활국, 공중보건부 및 차량 관리부와 같은 주 내의 다른 시스템과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작용합니다. 이 새로운 VCA 기술은 랩톱 또는 태블릿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엄격한” 의미에서는 

ROV에서 승인한 e-명부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 장치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명부에는 투표소로 전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등록 유권자의 전자 목록(명부 색인)이 들어 있습니다.

이명부 색인은 선거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는 등록 유권자 전체의 공식 목록입니다. 이는 주로 투표지를

받을 수 있는 유권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이중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거의 실시간으로 유권자 기록을

캡처하는 데 사용됩니다.

새로운 VCA 모델에 따라 e-명부는 안전하게 잠긴 방수 케이스에서 보관되며 이는 다시 직원 전용 

자물쇠와 열쇠로 잠긴 2차 보안 케이지에 배치됩니다. 운영 시간 동안 이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는 

계속해서 갱신됩니다. e-명부는 보안 클라우드 서버에 보안 접속을 통해 승인된 사용자만 로그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됩니다. 이 클라우드 서버는 유권자 데이터의 최신 업데이트를 전송하기 

위해 ROV의 선거 정보 관리 시스템에 대해 연결된 상태와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합니다. e-명부의 

18선거법 § 4005 
19선거법 12편, 4장 1조 
20선거법 § 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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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데이터 보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파트 2: 유권자 교육 및 지원 계획의 투표 보안 섹션을 

참고하십시오. 

E-명부는 이름, 주소, 생년월일, 선호 언어, 정당 선호, 선거구 및 우편 투표 상태와 같은 유권자 등록

데이터를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e-명부에는 절대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저장할 수

없습니다. 운전 면허 번호, 또는 사회보장 번호에 대한 참조. e-명부는 거의 실시간으로 검색 및 유권자

상태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유권자와 ROV 선거 관리요원 모두에게 보다 나은 투표 경험을

제공합니다.

지원 

주민 협의 

Santa Clara 카운티는 선거 관리 계획(EAP) 과정에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12번의 주민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 일반 주민 참여 회의 2회:

일반 

2019년 6월 12일 

2:00-3:30pm 

Santa Clara County Social Services 
Room 116 

379 Tomkins Ct. 
Gilroy, CA 95020 

일반 

2019년 7월 13일 

1:00-2:30pm 

유권자 등록국 

Auditorium 

1555 Berger Dr., Bldg 2 
San Jose, CA 95112 

• 접근성 문제가 있는 주민 참여 회의 2회:

접근성 

2019년 6월 13일 

5:00-7:00pm 

County Government Center 
Room 157 

70 W. Hedding St. 
San Jose, CA 95110 

접근성 

2019년 7월 10일 

11:00am-12:30pm 

Silicon Valley Independent Living Center 
Board Room 

25 N. 14th St. Suite 1000 
San Jose, CA 95112 

• 언어 접근성 관련 우려가 있는 카운티 내 해당 언어 사용 커뮤니티 주민이 참여한 회의 8회:

베트남어 

2019년 6월 17일 

6:30-8:00pm 

Tully San Jose Branch Library 
Community Room 

880 Tully Rd. 
San Jose, CA 95111 

크메르어 

2019년 6월 18일 

5:30-7:00pm 

County Government Center 
Room 157 

70 W. Hedding St. 
San Jose, CA 95110 

타갈로그어 

2019년 6월 21일 

4:30-6:00pm 

Milpitas Library 
Auditorium 

160 N. Main St. 
Milpitas, CA 95035 

스페인어 

2019년 6월 24일 

4:00-5:30pm 

Mayfair Community Center 
Lincoln Room 

2039 Kammerer Ave. 
San Jose, CA 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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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2019년 6월 25일 

5:30-7:00pm 

Quinlan Community Center 
Social Room 

10185 N. Stelling Rd. 
Cupertino, CA 95014 

한국어 

2019년 6월 27일 

2:00-3:30pm 

유권자 등록국 

Auditorium 

1555 Berger Dr., 
Building 2 

San Jose, CA 95112 

힌디어 

2019년 7월 8일 

7:30-9:00pm 

Indian Community Center 
Gita & Ashok Vaish Room 

525 Los Coches St. 
Milpitas, CA 95035 

일본어 

2019년 7월 11일 

4:30-6:00pm 

Joyce Ellington Branch Library 
Community Room 

491 E. Empire St. 
San Jose, CA 95112 

EAP 회의 관련 일정 및 공지사항은 각 회의일로부터 10일 전에 웹사이트에 게시되었습니다. 또한 

공지사항은 70 W. Hedding Street, San Jose, CA 95110의 Santa Clara County Government Center에 

게시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ROV는 Nextdoor, Facebook, Twitter, Instagram에 회의에 대한 공고를 

게시합니다. 부록 H에서 EAP 수립 진행 상황에 대한 모든 회의 관련 알림을 볼 수 있습니다. 

EAP 회의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표소 후보지 위치

• 공식 투표지 제출용 박스 후보지

• 다양한 언어 접근성 요구

• 다양한 유권자 접근성 요구

• 미디어 및 행사를 통한 커뮤니티 지원 제안

회의 시 제공되는 자료로는 투표소 모집 전단과 투표소 후보지 정보 및 제안 수집용 부지 선정 

설문조사(부록 I)가 있었습니다. 회의의 모든 의견은 회의록(부록 J)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선거 관리 계획(EAP) 수립 일정21 

제안된 EAP 초안 게시 2019년 8월 16일 

14일간 EAP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2019년 8월 16일 ~ 30일 

10일간 EAP 초안 관련 공청회 안내 게시 2019년 8월 20일 

1차 EAP 초안 공청회 

2019년 8월 30일 

5:30-7:30pm 
70 W. Hedding Street 
San Jose, CA 95110 

Board of Supervisors’ Chambers 

2차 EAP 초안 공청회 

2019년 9월 4일 

6-8pm
70 W. Hedding Street 
San Jose, CA 95110 

Board of Supervisors’ Chambers 

21본 일정은 예정 사항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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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후 EAP 초안 수정 기간 
2019년 8월 30일 ~ 

2019년 9월 18일 

모든 언어로 EAP 수정안 고시 2019년 10월 11일 

14일간 EAP 수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2019년 10월 11일 ~ 

10월 25일 

최종 EAP 채택 및 게시 2019년 11월 15일 

EAP 내 교육 및 지원 부분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 주 총무처장에 제출 
2019년 11월 15일 

공고 

2건의 우편물을 통해 유권자 전원이 우편 투표지를 받을 것임을 통보합니다. 이 우편 통지는 모든 우편 

투표지 선거가 진행될 것임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며, 유권자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우편(우편 요금 선불)을 통해, 공식 투표지 제출용 

박스 또는 카운티의 모든 투표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공고에는 유권자들이 투표소와 투표지 제출용 

박스를 이용할 수 있는 날짜, 장소, 시간 등의 사항과 우편 투표지 신청 기한 등의 정보로 연결되는 

링크가 영어 외 8개 언어 중 하나로 편리한 형식으로 명시됩니다. DM 안내문으로 제공하는 추가 

정보에는 거주지 확인 관련 내용, 유권자 정보 확인, 업무용 회신 우편, 중요 투표소 정보, 주 유권자 

정보 가이드 세부사항, 성명 및/또는 정당 업데이트 안내 등이 있습니다. 또한 유권자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수신자 부담 핫라인((866) 430-VOTE), ROV 웹사이트 링크, 전화번호 등에 대한 안내가 

포함됩니다. 

1차 DM은 선거일로부터 약 90일 전(E-90)에 발송되며 이후 2차 DM은 29일 전(E-29)에 발송됩니다. 

ROV는 선거법상 의무화된 이 2건의 우편물 외에도, 등록 기한을 지키지 못하거나 카운티 유권자 정보 

가이드를 받지 못한 유권자를 위한 별도의 3차 DM 안내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DM은 선거 약 

15~10일 전에 발송됩니다. VCA와 관련된 공지사항 및 정보는 ROV 웹사이트에 편리한 형식으로 

게시됩니다. 

언어 접근성 및 투표 접근성 자문위원회 

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 등록국(ROV)은 내부 절차 수립을 위한 유기적 과정, 이해관계자 및 주민의 

의견 수렴, 유권자 선택법(VCA)을 채택한 카운티의 반응을 바탕으로 2개의 자문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먼저 언어 접근성 자문위원회(LAAC)는 영어 외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 유권자들에게 

투표소 모델이 더 나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소수 언어 커뮤니티의 의견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두 번째인 투표 접근성 자문위원회(VAAC)의 경우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이 

접근성 문제가 있는 유권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투표 관련 요구와 우려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각 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비영리 단체와 커뮤니티 기반 조직을 비롯하여 Santa Clara 카운티 내 자치 

단체에 이르는 다양한 이들과 교류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LAAC와 VAAC의 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를 

설립하고 각 위원회의 목표를 결정했습니다. 각 위원회의 이후 회의 일정 및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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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접근성 자문위원회(LAAC) 

일자 장소 시간 

2019년 6월 5일 
Sobrato Center for Nonprofits 

1400 Parkmoor Ave., San Jose, CA 95126 
3:00 – 5:00pm 

2019년 6월 19일 
Sobrato Center for Nonprofits 

1400 Parkmoor Ave., San Jose, CA 95126 
3:00 – 5:00pm 

2019년 7월 11일 
Sobrato Center for Nonprofits 

1400 Parkmoor Ave., San Jose, CA 95126 
2:00 – 4:00pm 

투표 접근성 자문위원회(VAAC) 

일자 장소 시간 

2019년 6월 7일 
ROV Auditorium 

1555 Berger Dr. Bldg. 2, San Jose, CA 95112 
3:00 – 5:00pm 

2019년 6월 

18일 

ROV Auditorium 
1555 Berger Dr. Bldg. 2, San Jose, CA 95112 

3:00 – 5:00pm 

2019년 7월 

16일 

Silicon Valley Independent Living Center  
Board Room 

25 N. 14th St., Suite 1000, San Jose, CA 95112 

10:00am – 
12:00pm 

LAAC 및 VAAC 전체 회의 목록은 ROV 웹사이트 www.sccvote.org/voterschoice 에서 게시, 

관리됩니다. LAAC 회의 의제와 의사록은 부록 K, VAAC 회의 의제와 의사록은 부록 L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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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2 - 유권자 교육 및 지원 계획 
유권자 선택법(VCA)에서는 이를 시행하는 카운티에서 관련 조항에 대해 안내하는 유권자 교육 및 

지원 계획을 시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VCA는 영어 외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 유권자 및 장애인 유권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안내 교육 역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 등록국(ROV)은 기존 지원팀과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커뮤니티의 

입지를 유지하고 유권자 등록 서비스 안내 및 일반 유권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EAP의 유권자 교육 및 지원 섹션은 ROV가 어떻게 기존 지원 방법을 활용하고 

이를 새로운 방법과 함께 이용하여 일반 대중에게 VCA를 알리기 위해 커뮤니티에 접근하는가를 

설명합니다. 지원 활동은 커뮤니티 파트너십 증대, 시민 참여 기회 확대 및 투표소 모델을 통한 유권자 

경험 개선을 목적으로 기획됩니다. 

섹션 1: 유권자 연락처 - 일반 

ROV가 과거에 참석하여 지원을 제공한 행사 외에도 최대한 많은 카운티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유권자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이 계획됩니다. 과거에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한 커뮤니티를 위한 지원 

계획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ROV가 지원하고자 하는 커뮤니티로는 노인 커뮤니티, 소수 민족/언어 커뮤니티, 청소년 커뮤니티, 

학생 커뮤니티, 복지를 필요로 하는 커뮤니티 및 근린 단체 등이 있습니다. 또한 ROV는 100개 이상의 

커뮤니티 기반 조직(CBO)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및 ROV 지원팀의 참여 방식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이들과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인 목표는 유권자 교육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도록 

CBO 및 모든 커뮤니티와 협력하는 것입니다. 

미디어 활용 

ROV는 투표소 모델, 우편 투표 절차, 조기 투표 옵션 및 2019년 늦여름 또는 초가을에 시작하는 

미디어 캠페인 중 투표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캠페인은 ROV가 선거 

모델의 향후 변화에 대한 주민 교육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ROV 역사상 최대 규모의 

광고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미디어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 지역 TV 및 커뮤니티 케이블 방송국
a. Comcast
b. Univision
c. Telemundo
d. Namaste TV
e. Crossing TV

2. 신문(지역 및 커뮤니티)

a. The Mercury News
b. Metro
c. Morgan Hill Times
d. Gilroy Dispatch
e. El Observador
f. Epoch Times
g. India West
h. Korea Times
i. Nichi Bei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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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Philippine News
k. San Jose State Spartan Daily
l. Santa Clara University Newspaper
m. Stanford Daily
n. Viet Nam Daily
o. World Journal
p. N & R
q. China Press
r. JWeekly
s. Spotlight
t. Bayspo Magazine
u. Daily Post
v. India Current

3. 라디오 방송국
a. KBAY/KEZR
b. KFOX
c. KRTY/KLIV
d. Sound of Hope
e. Sing Tao
f. Univision
g. Vien Thao
h. Celina Rodriguez
i. China Press
j. Radio Zindagi

4. ROV 및 카운티 관련 소셜 미디어 및 웹사이트 활용

a. ROV Facebook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sccvote

b. 카운티 Facebook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county.of.santa.clara

c. ROV Twitter: https://twitter.com/sccvote

d. 카운티 Twitter: https://twitter.com/SCCgov

e. ROV Instagram: www.instagram.com/sccvote

f. Nextdoor 앱: (Communication and Media Santa Clara County 검색 요망)

g. 카운티 뉴스레터 구독 목록
5. ROV YouTube: https://www.youtube.com/sccvote

6. Valley 교통국 버스를 이용한 주민 교통 메시지

7. Santa Clara 카운티에 위치한 주요 스포츠 프랜차이즈를 통한 광고

8. 자동차국 지부 및 사무국의 TV 광고

9. 카운티 전역의 커뮤니티 파트너, 장애인 지원 단체, 선출직 공무원, 특별 지구, 학군, 커뮤니티

기반 단체 및 종교 단체와 자료 공유

10. 공익광고(PSA)를 이용하여 기존 매체의 광고 캠페인을 보완합니다. 이러한 PSA는 VCA 관련

일반 정보, 언어별 VCA 정보, 무료 언어 지원 핫라인, 투표소 접근성 옵션, 원격 접근 우편 투표

등을 다룹니다.

그 외에도 ROV는 다가오는 선거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편리한 형식으로 광범위하게 

배포될 오디오 및 비주얼 미디어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부분 또는 완전 청각 장애가 있는 유권자, 

시각 장애인 유권자를 비롯한 모든 카운티 유권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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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입지 계획 및 유권자 교육 자료 

ROV는 연중 수백 건의 커뮤니티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바뀌는 선거 

제도 관련 정보를 알리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 이벤트를 통해 VCA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ROV는 새로운 투표 모델을 커뮤니티에 가장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CBO와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자료 및 인적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곧 적용될 투표소 모델에 대해 알고 있으나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 다음과 같은 

단체/조직에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 League of Women Voters Cupertino-Sunnyvale

• League of Women Voters Mountain View-Los Altos

• Democratic 21st Century Club

• Office of Women’s Policy

• South County Democratic Club

• Almaden Valley Community Association

• Santa Clara County Office of Education,

• API Justice Coalition

• Women’s Equality 2020 Leadership Council

• Silicon Valley Community Foundation (SVCF) 및 Silicon Valley Council of Nonprofits (SVCN)

Community Engagement Luncheon,

• Orchard City Indivisible

• Girls Achieving in Non-traditional Subjects

• CalWORKs Employment Services Office.

VCA 킥오프 회의에는 ROV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데 관심이 있는 30개 이상의 CBO가 

참여했습니다. ROV가 투표소 모델에 대해 카운티 주민에게 효과적으로 안내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모든 CBO를 교육하는 것이 ROV의 목표입니다. 

현재 본 자료 작성 시점 기준으로 타 커뮤니티와의 협업도 계획 중입니다. 한편, ROV는 투표소 모집 

전단지 및 VCA 프레젠테이션과 같은 안내 자료를 지속적으로 작성하여 소속 커뮤니티 내 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조직과 개인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커뮤니티 지원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M 직통 우편 홍보 

ROV는 Santa Clara 카운티의 등록 유권자에게 별도로 2번에 걸쳐 우편 안내물을 통해 다가오는 선거 

관련 정보를 유권자에게 알리고 수신자 부담 유권자 지원 핫라인((866) 430-VOTE)을 홍보합니다. 

이러한 DM 안내문을 통해 새로운 선거 모델, 향후 선거, 이러한 변화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는 

곳, 투표소 및 투표지 제출용 박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 위치, 운영 시간을 볼 수 있는 링크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DM 안내문으로 제공하는 추가 정보에는 거주지 확인 관련 내용, 유권자 정보 

확인, 업무용 회신 우편, 중요 투표소 정보, 주 카운티/주 유권자 정보 가이드 세부사항, 성명 및/또는 

정당 갱신 안내 등이 있습니다. 또한 등록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받지 

못한 유권자를 위한 안내물도 있습니다. 이 3종의 안내물 중 하나에는 유권자가 자신의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레지던시 패널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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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V 웹사이트의 유용한 유권자 교육 정보 자원 

ROV의 유권자 선택법 정보를 비롯한 지원 교육 자료는 모두 전자 형식으로 ROV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OV 웹사이트는 2020년 3월 대통령 예비 선거 전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 VCA 관련 일반 정보

• 투표소 및 투표지 제출용 박스 설치 위치와 운영 시간

• 무료 ROV 유권자 지원 핫라인

• EAP 문서

• VCA 홍보자료

• VCA 교육용 영상 및 프레젠테이션

• 지원 및 워크숍 일정

• VCA 관련 지도

섹션 2: 유권자 연락처 - 소수 언어 커뮤니티 

유권자 등록국(ROV)은 2019년 6월 5일에 영어 외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 유권자들에게 투표소 모델이 

더 나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소수 언어 커뮤니티의 의견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언어 

접근성 자문위원회(LAAC)를 설치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투표소의 위치와 같은 정보뿐 아니라 향후 

제공될 모든 기능 및 서비스에 대한 반응을 제공합니다. LAAC는 커뮤니티의 의견을 계속하여 

청취하기 위해 2020 선거 시에도 유지됩니다. 

소수 언어 커뮤니티 파악 

소수 언어 커뮤니티는 Santa Clara 카운티 등록 유권자의 선호 언어 요청을 기반으로 파악합니다. 

ROV는 이 정보를 인구 조사 정보 및 기타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구 통계 정보와 함께 활용하여 

언어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카운티의 지원 계획은 유권자 교육 및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이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ROV는 참석 시 유용할 수 있는 지원 활동 및 커뮤니티 행사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소수 언어 커뮤니티의 의견을 구합니다. 

지원 대상 소수 언어 커뮤니티 

ROV는 영어를 포함한 9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중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및 

베트남어 등 5개 언어는 연방 정부에서 의무화한 것입니다. 크메르어와 한국어는 주 정부가 정한 

언어입니다. 힌디어와 일본어의 경우 카운티 내 관련 커뮤니티의 규모를 고려하여 ROV에서 

역사적으로 제공해 왔습니다. 공식 투표지, 조건부 유권자 등록 및 임시 투표지 봉투, 모든 투표소 및 

투표지 제출용 박스의 표지판은 9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CVIG)는 이전과 

같이 연방 정부가 의무화한 언어로만 제공됩니다. 또한, 2개 언어를 구사하는 투표소 직원은 광둥어, 

페르시아어, 구자라트어, 네팔어, 포르투갈어, 펀자브어, 러시아어, 시리아어, 타밀어, 텔루구어, 

태국어와 같은 카운티 내에서 사용되는 다른 언어와 방언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ROV는 특정 언어 

커뮤니티의 매핑 및 타겟팅을 기반으로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2개 언어 지원 선거 관리요원을 이용하여 

적절한 언어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ROV는 최근 선거에서 가능한 한 많은 언어를 

지원하려고 시도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러한 언어 커뮤니티에서 일반 채용을 실시하는 외에도 

전직 선거 관리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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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언어 커뮤니티 대상 유권자 교육 워크숍 

ROV는 앞서 말씀드린 총 9개 언어로 이중언어 유권자 교육 워크숍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워크숍을 

통해 카운티 내 언어별 커뮤니티에 투표소 모델 프로세스 관련 정보를 비롯하여 각 언어별로 자료 및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ROV는 LAAC 회원들의 의견을 활용하여 워크숍 장소 및 일정을 정하며 모든 

워크숍에는 언어별 통역사가 준비되어 참가자를 도와드립니다. 본 자료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ROV는 

이중언어 유권자 교육 워크숍을 2019년 10월부터 Korean American Community Services와 함께 

제공할 계획이며 그 외 중국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힌디어, 크메르어, 일본어 

커뮤니티와도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수 언어 커뮤니티 대상 미디어 활용 

소수 언어 커뮤니티에는 투표소 모델 및 우편 투표지에 대한 정보와 일반 유권자 정보를 위한 유권자 

수신자 부담 핫라인인 (866) 430-VOTE 및 (408)-299-VOTE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방 정부가 

의무화한 언어를 이용하여 수많은 언어별 미디어를 활용합니다. 미디어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 지역 TV 및 커뮤니티 케이블 방송국

a. Univision(스페인어)

b. Epoch Times(중국어)

c. Telemundo (스페인어)

d. Namaste (힌디어)

e. Crossing TV (9개 언어 전체)

2. 신문(지역 및 커뮤니티)

a. El Observador(스페인어)

b. Epoch Times(중국어)

c. India West (영어)

d. Korea Times (한국어)

e. Nichi Bei Weekly(일본어)

f. Philippine News (타갈로그어)

g. Viet Nam Daily (베트남어)

h. World Journal(중국어)

i. N & R (영어)

j. China Press (중국어)

k. JWeekly (일본어)

l. Spotlight (영어)

m. Bayspo Magazine (일본어)

n. Daily Post (영어)

o. India Currents (힌디어)

3. 라디오 방송국

a. Univision(스페인어)

b. Celina Rodriquez(스페인어)

c. Sound of Hope(중국어)

d. Sing Tao(중국어)

e. Vien Thao(베트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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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China Press (중국어)

g. Radio Zindagi (힌디어)

4. 소셜 미디어 및 관련 부서 웹사이트

a. ROV Facebook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sccvote

b. 카운티 Facebook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county.of.santa.clara

c. ROV Twitter: https://twitter.com/sccvote

d. 카운티 Twitter: https://twitter.com/SCCgov

e. ROV Instagram: www.instagram.com/sccvote

f. Nextdoor 앱: (Communication and Media Santa Clara County 검색 요망)

g. 카운티 뉴스피드 구독 목록
h. ROV Youtube: https://www.youtube.com/sccvote

i. ROV 웹사이트: https://www.sccvote.org

5. 소수 언어 커뮤니티 뉴스레터

6. 공익광고(PSA)를 이용하여 향후 선거 및 무료 지원 핫라인 관련 정보를 소수 언어 커뮤니티

유권자에게 제공합니다. PSA는 소수 언어 커뮤니티 대상 TV, 라디오, 신문,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배포될 예정입니다.

ROV는 투표소에 사용될 신규 투표 시스템의 시연이 이루어질 오픈 하우스 및 미디어 정보 세션 중에 

배치될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직원 등을 비롯해 다양한 방법으로 소수 언어 커뮤니티와 소통하게 

됩니다.  

선거 관리요원 

ROV는 투표소 근무 인원의 구성을 파악하기 위해 선거법상 선거 위원으로 칭하는 선거 관리요원을 

채용합니다22. 투표소의 인원 충원은 투표소 규모 및 선거일까지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재 계획은 각 투표소에 6~15명의 선거 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규모가 더 큰 투표소에 대해, 

그리고 선거일이 다가와 업무량이 많아질 경우 추가 충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선거 10일 전부터 4일 

전까지 투표소에 최소 6명이 근무합니다. 선거 3일 전부터 전일까지 투표소에는 최소 11명이 

근무합니다. 선거 당일에는 각 투표소에 최소 15명이 근무합니다. 

또한 언어별로 최소 1명 이상 아니면,표소 지역의 가장 일반적인 언어에 대해 언어별로 1명 이상의 

선거 관리요원을 둘 계획입니다. ROV는 유권자 관련 업무 처리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대한 

다양한 커뮤니티의 투표소 직원을 고용하는 동시에 유권자를 위한 번역 업무 인증도 받을 것입니다. 

채용 시에는 2개 언어가 가능한 전직 선거 관리요원에게 연락하는 것 외에도, 일반적인 공채 절차도 

진행합니다.  

섹션 3: 유권자 연락 - 장애 유권자 

유권자 등록국(ROV)은 2019년 6월 7일에 투표 접근성 자문위원회(VAAC)를 설립하여 노인이나 

장애인 유권자 등 접근성 문제가 있는 유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선거 모델을 통해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구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투표소의 위치와 같은 정보뿐 

아니라 향후 제공될 모든 기능 및 서비스에 대한 반응을 제공합니다. VAAC는 커뮤니티의 의견을 

계속하여 청취하고 협업을 지속하기 위해 2020 선거 시에도 유지됩니다.  

22선거법 12편, 4장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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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유권자의 요구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 

ROV는 장애 유권자의 요구를 해소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ROV는 

다음과 같은 4개의 주요 출처로부터 얻은 장애 유권자에 대한 권장 사항을 분석합니다. (1) 장애인 

시민, (2) 장애 유권자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CBO, (3) VCA를 시행하는 다른 카운티, (4) 주 

총무처. VCA가 투표 실시 방식에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면서, ROV는 장애 유권자(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CBO)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단계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및 Silicon Valley Independent Living Center는 장애 유권자의 요구에 대해 

ROV에 직접 연락을 주었습니다. ROV는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조직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 맹인 및 시각 장애인을 위한 Vista Center

• State Council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 Central Coast Office

• Handicapables

• Santa Clara Valley Blind Center

• San Andreas Regional Center

이새로운 단계에서는 장애 유권자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OV는

유권자들로부터 직접 수집한 권장 사항을 모두 검토하고 살펴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 

ROV는 일반 미디어 캠페인 외에도 접근성 지원이 필요한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여기에는 모든 투표소에서 최소 3개의 접근 가능한 투표 장치의 가용성에 대한 정보와 원격 

우편 투표(RAVBM) 시스템의 사용을 요청하는 옵션이 포함됩니다. RAVBM 시스템은 군인 및 해외 

유권자뿐 아니라 등록 장애 유권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23.  

그 외에도 다음을 통해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1. 고령자 및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다음과 같은 단체: Silicon Valley

Independent Living Center, Silicon Valley Council on the Blind, Santa Clara Valley Blind
Center Incorporated, Greater Opportunities

2. 카운티 전역의 커뮤니티 파트너, 도시, 특별 지구, 학군, 종교단체 및 공공 정보 책임자

3. “오픈 하우스” 공개 데모에서 강조된 접근성 옵션 및 모의 투표소를 경험할 수 있는 미디어 기회

4. 투표소에서 접근성 옵션을 강조하는 라디오 및 TV의 공공 서비스 발표

5. 공익광고(PSA)를 이용하여 투표소의 접근성 옵션 및 원격 접근 우편 투표 제도에 대해

안내합니다.

23California주 선거법 § 303.3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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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유권자 대상 서비스 

모든 투표소는 미국 장애인법(ADA)을 준수합니다. 필요한 경우 모든 유권자가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출입구도 제공됩니다. 또한 투표소는 규모에 따라 장애 유권자가 독립적으로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으면서 투표할 수 있도록 ADA를 준수하는 3~6개의 투표 장치(BMD)를 구비할 

예정입니다. 편리하게 재택 투표를 원하는 유권자의 경우 별도로 신청하면 원격 우편 투표(RAVBM)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RAVBM 시스템을 이용하는 유권자에게는 공식 투표지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 인쇄 방법, 투표지 작성법 및 ROV로의 반송법이 명시된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장애 

유권자는 일반 유권자 정보를 제공하는 (408) 299-VOTE 외에도 ROV의 수신자 부담 핫라인(866) 430-

VOTE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핫라인은 모두 통역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커뮤니티 대상 유권자 교육 워크숍 

ROV는 가용한 접근성 옵션 및 투표소 프로세스를 고령자 및 장애 유권자에게 안내하기 위해 유권자 

교육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 워크숍에는 투표소 모델 교육, 신규 투표 장비 시연, 투표 장비 접근성, 

투표지 제출용 박스 정보, 전자적으로 우편 투표를 이용하는 방법 등등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ROV는 투표 접근성 자문위원회(VAAC)의 의견을 반영하여 워크숍 장소 및 일정을 

결정합니다. 최근 ROV는 Vista Center for the Blind and Visually Impaired와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본 

자료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Silicon Valley Independent Living Center, San Andreas Regional Center, 

State Council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와의 워크숍도 계획 중입니다. 

장애 유권자 교육 자료 초안 

ROV는 시청각 및 서면 자료를 작성하여 정보를 제공하며, VAAC 회의에서 수집된 정보가 이러한 

자료의 개발 과정에 걸쳐 사용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ROV 웹사이트에서도 제공됩니다. 

VCA 홍보 또는 교육에 이용하는 영상에는 자막을 제공합니다. 이를테면 ROV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VCA 홍보 영상 및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제공된 EAP 공청회 영상 등이 있습니다. 또한 ROV는 VCA 

정보 책자를 점자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거 관리요원 

2020년 예비 선거에 대비하여 ROV는 선거 관리요원 대상 교육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료는 장애 유권자를 대할 시 문화적 민감성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외 교육자료를 통해 

선거 관리요원들은 장애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가져와 사용을 요구할 수 있는 시청각 보조 장치의 

사용법에 대한 기술적 측면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 관리요원용 교육에 사용되는 다양성 

영상을 통해 장애 및 비장애 유권자에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장애 유권자 대상 투표소 설치법도 교육합니다. 선거 관리요원들은 다양성을 위한 

노력으로 각 유권자의 고유성을 존중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또한 선거 

관리요원들은 모든 유권자들이 환영받고 존중받으며 중요하게 대접받도록 하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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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4: 투표소 및 공식 투표지 제출용 박스 위치 정보 

투표소 위치 

California 선거법에 따라 각 카운티는 두 번의 조기 투표 기간 동안 투표소를 열어야 합니다. 1차 조기 

투표 기간인 선거일로부터 10일 전 및 선거일 포함 총 11일 동안 투표소를 열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등록된 카운티 유권자 50,000명당 1개의 투표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2차 조기 투표 기간은 

선거일로부터 3일 전 및 선거일 포함 총 4일 동안 투표소를 열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등록된 카운티 

유권자 10,000명당 1개의 투표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유권자 등록국(ROV)은 현재 11일간 약 22개소의 투표소를, 4일간 88개소의 투표소를 비롯하여 총 

110개소를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표소 위치 및 운영 시간으로 인해 일정이나 거주지 

주소에 따라 일부 유권자는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자료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여러 투표소의 

개설 가능 여부를 확인했으나 공개 의견 및 ROV의 우선순위 분석이 완료되면 투표소의 위치가 

확정됩니다. ROV는 2020년 3월 대통령 예비선거 시 예상 등록 유권자 수를 기준으로 2020년 3월 

대통령 예비선거 및 본 선거에서 최소 100개의 투표소를 운영해야 합니다. ROV는 카운티의 투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VCA에서 요구하는 투표소보다 10개 더 많은 약 110개의 투표소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투표소에 대한 세부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상 투표소 수 

투표지 제출용 박스 설치 

구획/지역 분류 
최소 필요 개수24 제안된25 개수 최종 제출용 박스 수26 

11일 운영 투표소 
(등록 유권자 5만 명당 1개소) 

20 22 미정 

4일 운영 투표소 
(등록 유권자 1만 명당 1개소) 

80 88 미정 

합계 100 110 미정 

부록 E에서는 투표소 후보지 결정에 참고한 5만 및 1만 유권자 지역이 표시된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제안된 투표소 위치 및 운영 시간의 현재 목록과 지도는 부록 F를 참고하십시오.  

투표지 제출용 박스 위치 

유권자 등록국(ROV)은 총 91개의 투표지 제출용 박스 위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ROV는 2020년 3월 

대통령 예비선거 시 예상 등록 유권자 수를 기준으로 2020년 대통령 예비선거 및 본 선거에서 최소 

67개의 투표지 제출용 박스를 운영해야 합니다. 카운티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제안된 개수는 카운티 

24최소 필요 투표소 개수는 2020년 3월 예비선거까지 Santa Clara 카운티의 예상 유권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25ROV가 파악한 지역 구획은 예상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지침 역할만 합니다. 한편 VCA에 따른 개수는 “최대 15,000”명의 유권자의 투표가 가능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다시 말해 지역별 예상 유권자 수는 VCA에 따른 총 유권자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26 이 개수는 본 자료의 발표 시점까지 확정된 자료를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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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각 지구별 최소 1개의 투표지 제출용 박스를 바탕으로 합니다. 제안된 투표지 제출용 박스의 현재 

목록과 지도는 부록 D를 참고하십시오. 

예상 공식 투표지 제출용박스 위치 개수 

투표지 제출용 박스 설치 

구획/지역 분류 
최소 필요 개수 제안된27 개수 최종 제출용 박스 수 

투표지 제출용 박스 
(등록 유권자 1만 5천 명당 

1개소) 
67 91 미정 

문제 방지 대책 

ROV는 투표가 중단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 전과 선거 중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예방 보안 조치 목적 

표준 보안 조치 선거 관련 자료 및 장비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궁극적으로 잠재적인 중단을 방지합니다. 

서버 및 네트워크 백업 주 서버나 네트워크가 다운될 경우 정보 흐름의 중단을 

방지합니다. 

투표소 장비 백업 세트 특정 장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투표를 중단하는 

경우를 방지합니다. 

백업 장비 특정 장비를 분실할 경우 투표를 중단하는 경우를 

방지합니다. 

백업 투표 용품 특정 투표 용품을 분실하거나 사용할 수 없어서 투표를 

중단하는 경우를 방지합니다. 

예비 투표소 직원 투표소 담당자가 출근하지 못하더라도 투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의심스러운 사람 또는 물품 대응책 의심스러운 사람 또는 물품으로 인해 투표가 중단되는 

경우를 방지합니다. 

수동 시스템 비치 전자 투표 장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투표를 중단하는 

경우를 방지합니다. 

위의 예방 보안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N을 참고하십시오. 

비상 계획 

ROV는 선거가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준비를 할 것이며 특히 실제로 중단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ROV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잠재적인 중단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 선거 정보 관리 시스템의 작동 중단

• 정전

27ROV가 파악한 지역 구획은 예상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지침 역할만 합니다. 한편 VCA에 따른 개수는 “최대 15,000”명의 유권자의 투표가 가능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다시 말해 지역별 예상 유권자 수는 VCA에 따른 총 유권자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29



• 악천후

• 화재 또는 기타 재해

• 투표 장비 오작동

• 주문형 투표 기계 작동 중지

• 인터넷 연결 오류

• 투표소 담당자가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 투표소 사용 불가

이러한 중단, ROV의 해결 조치 및 기타 비상 조치는 부록 O를 참고하십시오. 

섹션 5: 투표소의 투표지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계획 

투표소의 설계 및 구조 

이상적인 투표소는 투표 과정이 최적으로 유지되면서 유권자가 쾌적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60'x60' 

크기여야 합니다. 또한 적절한 직원에게 유권자를 안내하는 지정 대기열 시스템, 새로운 전자 선거인 

명부에서 유권자를 처리하는 로그인 테이블, 투표지가 인쇄될 투표지 프린터 구역, 투표 부스 및 

투표지 기표 장치 구역 등이 있습니다. 부록 P에 가이드로 사용될 일반적인 구조 설계가 나와 있지만, 

투표소별로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투표 보안 

유권자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및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모든 

카운티 유권자 데이터는 카운티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되면서 데이터를 보호하도록 설계된 

보안 조치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서버에 저장됩니다. 

ROV 주 사무소의 투표 시스템은 물리적으로 격리되어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 시스템에 

접근하는 유일한 방법은 시스템이 들어 있는 서버실에 직접 들어가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안전하게 

종료할 시간이 없는 경우 담당자는 Ctrl+Alt+Delete 키로 사람이 직접 컴퓨터를 잠가야 합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도 네트워크 연결을 끊고 완전히 종료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원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 직원은 컴퓨터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헬프 데스크의 지시를 기다려야 합니다. 

투표소 직원은 유권자가 투표소를 방문할 시 등록 데이터 및 유권자 기록 등에 거의 실시간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투표소와 카운티 데이터 서버 간에 전송되는 모든 

유권자 데이터는 최신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암호화됩니다. 투표소의 특정 선거 장치 및 장비만 

유권자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는 운송 시 그리고 정지 상태일 경우 암호화됩니다. 

정기적인 데이터 백업을 비롯하여 투명성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의 행동 및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감사 추적을 실시합니다.  

투표소에서 투표가 완료된 투표지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투표지 집계 기기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스캔 및 집계됩니다. 투표지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카트리지에 저장되며, 이 카트리지는 

기기에서 물리적으로 분리해야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각 투표지 집계기의 카트리지는 선거 당일 오후 

8:00시에 투표가 끝난 후 기록을 위해 ROV 주 사무소로 다시 이송됩니다.  

접수된 우편 투표(VBM) 투표지는 ROV 주 사무소에서 모아 계수 전까지 안전한 투표실에 보관합니다. 

투표지 계수 전에 VBM 투표지 봉투의 서명을 확인하여 각 투표지가 등록 유권자의 것인지 

확인합니다. 서명을 확인하면 투표지를 빼서 선거구별로 분류하고 제출 및 계수합니다. 집계된 

투표지는 선거구별로 별도의 안전한 곳에 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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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건물에서 투표지를 반출해야 하는 비상 사태가 발생하면 직원은 투표지가 든 상자나 통을 

테이프로 밀봉하여 새로운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 건물에서 반출할 수 없는 경우 투표지는 안전 조치가 

취해진 투표지실에 두어야 합니다. 미사용 및 미발행 투표지는 반출할 시간이 없을 경우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있다면, ROV 또는 지정 담당자는 이 미사용 및 미발행 투표지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해야 합니다. 

섹션 6 - 예산 

유권자 등록국(ROV)은 유권자들에게 투표소 모델에 대해 알리기 위해 필요한 광범위한 자원에 대한 

예산과 계획의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선거 기간 동안 Santa Clara 카운티는 투표소 

모델에 따라 홍보를 포함하여 유권자 교육 및 지원에 평균 약 163,000달러의 예산을 소비했습니다. 

ROV는 2018년 6월 선거에 약 186,000 달러를 사용했으며 동년 11월 선거에는 약 140,000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1월에 연중 필요한 자료를 모두 구입하기 때문에 그 해 6월 선거에 더 큰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11월 선거에 필요한 추가 자료는 상황에 따라 구입합니다. 또한 6월 선거 관련 지원은 

11월 선거 관련 지원 기간인 6~11월보다 기간이 더 깁니다. 부록 Q는 2018년 6월 및 2018년 11월 지원 

행사들에 대한 명세를 제공합니다. 

유권자 선택법(VCA)이 시행되면서 지원 및 홍보 예산은 2020년 대통령 예비 선거의 신규 투표 방식에 

대한 유권자 교육을 위해 약 3백만 달러로 증액되었습니다. 예상 예산에는 인력 및 지원 활동과 관련된 

기타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VCA 예산 명세 및 지난 두 번의 선거와 비교한 내용입니다. 

활동 

2018년 6월 실제 

비용(이전 

투표소 모델) 

2018년 11월 

실제 

비용(이전투표소 

모델) 

2020년 3월 

예산(신규 

투표소 모델) 

총 광고비 $165,521 $114,754 $1,048,900 

신문 광고/라디오 스팟 광고/소셜 미디어/출력물 $165,521 $114,754 $418,900 

신규 라디오 스팟 광고 $210,000 

스포츠 프랜차이즈 $420,000 

지원 행사 총액 $20,478 $25,359 $1,837,015 

지원 관련 물품 및 디스플레이 비용 $3,758 $3,281 $97,547 

지원 행사 무료 제공 물품 $11,611 $12,436 $162,513 

CBO 배포용 지원 제공 물품 $120,180 

지원 관련 장비 $20,550 

카운티 인쇄소/출력 자료 $5,109 $9,643 $100,000 

차량 대여 및 연료비 $16,225 

등록 유권자별 DM 안내문 2건 $1,320,000 

현재 예상 장/단기 절감액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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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 용어집 및 축약어 
이용어집의 목적은 독자에게 전체적인 선거 절차에 대한 맥락적 이해와 함께 선거 행정 계획을 제공하고 문서 내에 사용된 일부 용어를

정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용어와 관련된 명확성과 뉘앙스적 요건의 이해를 위해서는 선거 행정 계획을 참고하십시오.

용어/축약어 의미 

1% 수동 기록 선거 인증 전에, 기계의 투표 집계를 확인하기 위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수동적인 투표 집계. 개표 점검에 

포함되는 여러 단계 중 하나. 

15일 등록 마감 법적으로 정해진, 선거 전 투표 등록을 하기 위한 California의 마감일. 

(California 선거법 §2102) 

8D2 카드 투표자 거주지 확인 카드 참조. 

부재자 투표지 구단어. 

우편 투표 투표지 참조. 

접근 가능한 투표지 투표지, 보통은 전자적 터치스크린으로 경합하는 후보자와 법안이 나타나 장애인이 화면에서 지정한 곳을 

눌러서 또는 오디오 청취 장비나 점자 터치 패드 또는 흡입 기구와 같은 보조 기구를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California 선거법 §19240) 

주소 교정 서비스 (ACS) 카운티 선거 공무원이 유권자 등록 기록을 관리 및개정하고 거주지 확인 카드를 발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 우체부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 

(California 선거법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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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A – 용어집 및 축약어  

용어/축약어 의미 

유효한 유권자 

 

 

 

 

 

 

 

 

 

 

(1) 최신의 정보가 있고, (2) 투표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3) 최근에 투표를 하였거나 주소가 주소 거주지 

확인 우편을 통해 확인이 된 유권자. 유효한 유권자는 법적으로 투표를 하고 청원서에 서명을 할 수 있음. 

(California 선거법 §§2220 - 2227) 

등록 선서 

 

 

 

 

 

 

 

유권자 등록 양식, 유권자 등록 카드,는 유권자 등록 신청서로 알려짐. 

등록 유권자가 되길 원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본 양식을 완성해야 함 (대법원 판결을 생성 및 접수하는 

것을 제외하고). 적절하게 실행된 선서서는 선거일 15일 전 그리고 다른 규정된 적시적인 조건 하에 카운티 

선거 공무원이 접수한 경우 유효한 것으로 간주됨. 유권자가 이사를 간 경우, 유권자는 적합하게 등록되기 

위해 새로운 등록 선서서 또는 변경 통지서 또는 서신을 이용하여야 함. 

(California 선거법 §§2100 - 2194.1)  

 

 

 

모든 우편 투표지 선거 우편으로만 진행이 되는 지방, 특별 또는 통합 선거 (특정 조건 하에). 

(California 선거법 부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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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A – 용어집 및 축약어  

용어/축약어 의미 

대체 거주 확인 (ARC) 카운티 선거 공무원이 아직 투표를 하지 않았거나 4년동안 주소를 변경하지 않은 명부에 열거된 각 

유권자에게 발송할 수 있는 엽서를 보내고 부차적으로“유효한” 유권자로 남기를 원하는 지 표시하여 

엽서에 응답하도록 유권자의 행위를 요구함. 

(California 선거법 §2220) 

미국 장애인법 (ADA) 미국 장애인법 (ADA)은 1990년에 제정됨. ADA는 직장, 학교, 교통 및 모든 대중에게 열린 공공 및 사적인 

장소를 포함하여 모든 공공적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시민의 권리법. 법의 

목적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권리와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임. ADA는 인종, 피부색, 성별, 국적, 

연령 및 종교에 기반하여 개인에게 제공되는 것과 유사하게 장애인에게도 시민권 보호를 제공함. 이것은 

공공 편의 시설, 고용, 교통, 주 및 지방 정부 서비스 및 전기 통신에서 장애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함. 

원격지원 우편투표 (RAVBM) 참조. 

유권자 등록 신청서 등록 선서 참조. 

할당된 투표소 유권자가 나타나, 유권자가 투표를 할 수 있는 모든 경선이 포함된 투표지를 받고 투표를 할 수 있는 

단일한 장소. 할당된 투표소에 있는 유권자가 투표를 할 권리가 없는 경선은 투표지에 나타나지 않음. 

위치는 할당된 투표 장소를 설정하면서 유권자의 단일 선거구에 특별히 할당됨. 할당된 투표소는 투표소 

모델 하에서만 사용됨.  

자동 재집계 정책 Santa Clara 카운티 감독관위원회가 채택한 정책으로, 후보자 또는 관심이 있는 유권자가 재집계 비용 

지불을 요구하지 않는 낮은 득표 차이의 지역 경선 결과 확인 절차를 제공하면서 특정 경선에서는 수동 

집계를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줌. 정책에서는 Santa Clara 카운티 (주 및 연방 사무소는 제외)내에서만 

포함된 모든 경선, 즉 득표 차이가 투표된 투표지의 0.25퍼센트 미만 또는 25개 투표 미만의 경우 수동 

재집계를 요구하지만 San José시 전체 또는 카운티 전체의 경선의 경우는 제외하며 그 경우는 기계 

재집계가 사용될 수 있음. 정책에서는 집계의 수행을 요구함. 

(Santa Clara 카운티 집행관위원회의 정책 수동 섹션 3.63)  

투표지 드롭박스 유권자 등록처/카운티 선거 공무원이 정하여서 투표된 우편 투표지가 반송되어 왔을 때 사용하는 안전한 

수집통. 

투표지 드롭오프 위치 (BDL) 유권사 등록처가 정한 위치로 안전한 공식 투표지 드롭박스가 내부 또는 외부에 위치함.  

접근 가능한 양식의 투표지 접근 가능한 투표지 참조. 

투표지 기표 도구 (BMD) 투표지에 기표하는 데 있어서 유권자를 돕는 데 사용하는 도구. 도구는 모든 크기, 형태 또는 양식이 될 수 

있으며 투표지에 있는 각인은 반드시 유권자의 선택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함. 

(California 선거법 §1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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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A – 용어집 및 축약어  

용어/축약어 의미 

필요시 투표 가능 (BOD) 카운티 선거 공무원이 필요 시 등록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공식 투표 카드로 인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승인된 자체 포함 시스템. 이 시스템은 필요에 따라 선거 이전에 준비된 공식 투표지를 대체함. 

(California 선거법 §13004.5) 

집행관 위원회 (BOS) Santa Clara 카운티 정부 행정의 운영을 감시하는 지배 조직.  

Cal-액세스 주 후보자, 기증자, 로비스트 및 기타 사람들에 의한 회계 정보를 받고 접근하기 위해, 주 법에 따라 주 

총무처에서 만든 온라인 시스템. 2000년 1월 1일 이래 25,000불을 모금 또는 지출한 캠페인 조직에게 

온라인 또는 전자 접수가 요구됨. 로비를 하는 조직은 반드시 보고 가능한 모든 카테고리의 지불, 지출, 

기여, 선물 또는 다른 항목이 분기당 2,500불 이상이 되는 경우 온라인으로 접수 또는 전자적으로 

접수해야 함. 

(California 정부법 §§84602 & 84605) 

Cal-온라인 California 정치개혁법으로 규정된 주 공개 진술서/보고서가 무료로 주 총무처에 온라인으로 접수될 수 

있도록 해주는 웹기반 데이터 입력 접수 시스템. 접수자는 이 무료 앱을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유효한 ID 

번호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함. 그런 후 공개적 열람을 위해 주 총무처 Cal-액세스 웹사이트에서 

재생성됨. 

(California 정부법 §84602) 

California 주 법전 California 주 총무처가 주 선거법의 단일한 적용 및 행정을 위해 규정을 성문화한 법률 문서. 

California 선거법 California에서 선거 행정을 지배하는 법. 

California 정부법 California에서 정부 행정을 규제하는 법. 

취소된 유권자 다음 행위 이후에 유권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유권자가 취소가 될 수 있음:  

1. 주소 확인 우편 발송에 대한 무응답 

2. 두 번의 연속된 대통령 선거 주기동안 투표를 한 기록이 없는 경우 

3. 사망 

4. 유권자의 요청 

유권자는 유권자 명부 또는 선거 공무원이 준비하는 목록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투표 자료를 받지 

않게됨. 취소된 유권자는 새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다시 작성한 후 투표를 할 수 있음. 취소된 유권자는 

청원서에 서명을 할 자격이 없음. 

(California 선거법 §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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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A – 용어집 및 축약어  

용어/축약어 의미 

후보자 개인은 다음 상황 하에 후보자가 될 수 있음: 

1. 개인의 성명이 예비, 총, 특별 또는 소환 선거 투표지에 열거된 경우, 또는 

2. 개인이 주 또는 지역의 선발 공직에 지명 또는 선거에 대해 자신을 대신하여 선거 공무원이 기명 

투표를 집계하도록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경우, 또는 

3. 개인이 주 또는 지역의 선발 공직에 지명 또는 선거에 대해 기부금을 받거나 지출을 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이 기부금을 받거나 지출을 하는 것에 대해 승인을 해주는 경우), 또는 

4. 개인이 선출된 공직자인 경우. 

연방 공직에 출마하는 개인은 정치 개혁법 하에 "후보자"가 아님. 

(California 정부법 §§82007 & 84214) 

개표 점검(공식 개표 점검) 카운티 선거 공무원이 모든 받은 투표지 (임시 투표지, 우편 투표 투표지 및 조건부 유권자 투표지 포함)의 

처리 및 집계를 완료, 자료를 조정, 투표지의 수동 집계 (확인), 결과 승인 및 선거 증명서 발급을 하는 데에 

걸리는 법적인 시간 (보통은 선거일 후 첫번째 날부터 시작하여 30일). 

(California 선거법 부서 15) 

커뮤니티 기반 조직 (CBOs) 유권자 등록처 (ROV)는 커뮤니티 기반 조직 (CBOs)과 함께 유권자 등록을 높히고 새롭게 등록한 

유권자가 투표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노력함. 

조건적 유권자 등록 선거일 바로 직전 14일동안 또는 선거일날 카운티 선거 공무원에게 등록자가 전달하여 적절하게 등록 

선서가 집행되었고, 선거 공무원이 선서를 처리한 후 유효하게 간주되었고 등록자의 등록 자격이 

판단되었으며 집계 검토 기간 전 또는 동안에 등록자의 정보를 확인된 것을 말함. 선거인은 조건부 유권자 

등록 양식을 작성하고 조건부 투표지로 기표할 수 있음. 

(California 선거법 §§2170 - 2173) 

카운티 유권자 정보 가이드 (CVIG) 투표지 드롭박스 위치 및 투표 센터 목록, 공식 투표지 견본 (견본 투표지 참조); 후보자 성명서, 법률 본문, 

불공정 분석 및 지역 투표 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론, 투표지 대체 요청 양식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며 선거 공무원에 의해 준비, 번역 및 인쇄된 책자. 카운티 유권자 정보 가이드 (CVIG)는 선거 약 

40일 전부터 우편 발송이 시작됨. 이전에는 견본 투표지 팜플렛이라고 알려짐. CVIG의 번역본은 

스페인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및 베트남어가 있음. 

이것은 주 총무처에서 준비하는 공식 유권자 정보 가이드와 같은 것이 아님. 

(California 선거법 §§13300 - 13317) 

다운로드 가능한 투표지 유권자 등록처의 원격지원 우편투표 (RAVBM) 신청서를 통해 구할 수 있으며 투표시 사용을 위해 

유권자의 장치로 전자적 복사가 가능함. 유권자는 그런 후 반드시 투표 집계를 위해 유권자 등록처에 

자신의 투표지를 인쇄하여 우편으로 보내야 함. 

(California 선거법 §3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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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축약어 의미 

직접 기록 전자 장치 (DRE) 구식의 투표 장치. 

유권자에 의해 활성화될 수 있는, 기계적 또는 전자 광학 요소로 제공되는 투표지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를 기록하는 투표 장치; 그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를 처리함; 그리고 투표 데이터와 

투표지 이미지를 메모리 요소에 기록함. 

조기 투표 선거일 전에 유권자가 투표를 할 수 있는 기간. California는 “이유없는” 조기 투표가 있으며 유권자는 

선거일에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유를 제공하지 않아도 됨. California에서 조기 투표는 선거일 

29일전부터 시작될 수 있음. Santa Clara 카운티에서 등록된 유권자는 선거일 십일 전부터 유권자 등록처 

또는 다른 투표 센터에서 조기 투표를 할 수 있음. 

(California 선거법 §19209) 

선거 관리 계획(EAP)  카운티 선거 공무원에 의해 제안된 유권자 선택법 (VCA) 하에 선거를 진행하는 것에 관한 상세 계획. 

계획은 투표 센터와 드롭박스 위치 선택, 재정적 영향 및 공공 지원활동 계획과 같은 다양한 사항을 포함. 

초안 계획은 커뮤니티의 의견 및 공청회의 승인을 통해 작성이 됨. 개정된 계획은 계획을 최종으로 

채택되게 할 수 있는 공청회가 있은 후, 공공의 의견을 위해 게시됨. 공공 의견을 위해 변경되고 공표된 

최종 계획이 개정된 최종 계획임. 선거 수행에 사용되는 최종 선거 관리 계획 (EAP)은 사용 후 이년 내에 

그리고 그 이후로 매 사년마다 검토되고 수정될 수 있음. EAP의 유권자 교육 및 아웃리치 부분은 승인을 

위해 주 총무처에 접수됨. 계획은 번역되며 카운티 선거 사무실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음. 

(California 선거법 §§4000 - 4108) 

선거 주기 

 

 

 

 

 

  

“선거 주기”란 그 사용 맥락에 따라 두 개 중 하나를 의미할 수 있음. 

1. “선거 주기”란 정부법 §§ 85309 또는 85500에 따라 기부금, 1,000불 이상의 독립적 지출을 온라인 

또는 전자적으로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거 전 90일부터 시작하여 선거 당일까지를 의미함. 

(정부법 섹션 85204). 

2. “선거 주기”란 Cal-액세스에서 선거 운동 기부금 및 지출을 열람하기 위한 목적으로 홀수 연도의 

1월 1일부터 시작함을 의미함. 

선거 공무원 선거구 위원회 위원이어야 하고, 주의 유권자여야 하며 영어를 읽고 쓸 줄 알아야 하고 투표소 또는 투표 

센터에서 일하기 위해 유권자 등록처 (ROV)의 트레이닝에 참여하여야 함. 이전에는 선거소 작업자로 

불렸으며 선거 공무원은 다양한 임무를 가지고 서기관 또는 검사관으로도 지정될 수 있음. 선거 공무원은 

유권자들을 투표 센터에서 돕고 자격을 확인하며 공식 투표지를 발행하고 다른 임무들도 수행함. 

(선거법에 의해 선거 위원회로 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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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축약어 의미 

선거 정보 관리 시스템 (EIMS) Santa Clara 카운티의 선거 정보 데이터베이스. 

전자 선거인 명부 (E-명부)  투표 센터로 전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등록 유권자의 전자 목록이 들어 있는 시스템. 이것은 선거 시 

투표를 할 수 있는 등록된 유권자의 공식 명부임; 이것은 유권자가 투표지를 받을 수 있는 지의 자격을 

확인하는 데에 사용되며 이중 투표를 막기 위해 실시간으로 유권자의 기록을 확인함. 전자 선거인 명부는 

투표 시스템에 연결될 수 없으며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백업 전력이 있어야 함. 

1. 전자 선거인 명부는 최소한 다음의 유권자 등록 데이터를 포함하여야 함: 이름, 주소, 

지역구/선거구, 선호 정당, 유권자 상태, 우편 투표 용지의 발행 여부, 우편 투표 용지를 선거 

공무원이 접수하였는 지의 여부 그리고 유권자의 신원이 확인되었는 지의 여부 (연방 선거에서 

처음으로 투표하는 유권자만). 

2. 전자 선거인 명부는 다음의 유권자 등록 데이터를 포함하지 말아야 함: 운전면허증 번호 또는 

사회보장번호를 나타내는 다른 참조 사항. 

(California 선거법 §2183) 

긴급 투표지 송부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는 예측하지 못한 질병, 의료 시설에 감금, 장애 또는 상해의 결과와 같은 의료적 

응급 상황으로 인하여 신체적으로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경우 유권자가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임. 

California는 긴급 투표지 송부 시스템을 제공하는 38개 주 중 하나임. 

사본 투표지 특정 언어로 번역 또는 시각 장애를 위해 확대된 본문으로 인쇄와 같이 유권자가 요청하는 양식으로 

만들어진 인쇄된 투표지 사본 (견본 투표지 참조). 유권자는 우편으로 사본 투표지를 요청할 수 있음. 사본 

투표지는 공식 투표지가 아니며 투표 시스템에서 집계될 수 없음. 유권자는 사본 투표지를 공식 투표지 

작성을 돕기 위해 사용할 수 있음.  

미국인 투표 지원법 (HAVA) 의회에서 2002년 국가의 투표 프로세스를 근대화하고 개혁하기 위해 통과한 것으로 미국인 투표 지원법 

(HAVA)은 주가 선거 행정에 있어서 몇가지 핵심 영역을 준수하도록 새로운 필수 기준을 만들었음. 

법에서는 주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고 투표 시스템을 교체하며 선거 행정을 개선하는 것을 돕기 위해 

자금 지원을 제공함. HAVA는 주가 다음 프로그램과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1. 임시 투표 

2. 투표 정보 

3. 최신화되고 개선된 투표 장비 

4. 주전역 유권자 등록 데이터베이스 

5. 유권자 신원 확인 절차 

6. 행정적 불만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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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축약어 의미 

유효하지 않은 유권자 유권자는 카운티가 다음을 접수받은 경우 유효하지 않다고 간주될 수 있음: 같은 카운티내에서 받을 

주소가 없이 돌아온 거주지 확인 우편 또는 미국 우체국 서비스 주소 변경 (NCOA) 데이터베이스에서 

유권자가 카운티 밖으로 이사를 하였다는 정보가 접수된 경우. 이 유권자는 유효한 유권자 명부 또는 선거 

공무원이 준비하는 목록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투표 자료를 받지 않게됨. 더 나아가 연속 두 번의 연방 

총선거동안 투표를 하지 않은 유효하지 않은 유권자는 취소될 수 있음. 유효하지 않은 유권자는 주소가 

같다고 나타내는 청원서에 서명을 하든지 새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 확인 카드에 

응답하여야지 유효하고 자격이 있게 됨.  

언어지원 자문위원회 

(LAAC) 

언어지원 자문위원회 (LAAC)는 제한된 영어 구사력을 가진 유권자의 선거 절차에 대한 접근 관련 유권자 

등록처 (ROV)에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됨. 위원회는 소수 언어 커뮤니티의 대표로 구성되며 그 대표는 

언어 접근성 경험을 증명하였고 유권자들이 언어 방법 또는 다른 언어로 선거 자료에 참여하거나 또는 

선거 공무원 또는 그 지정인이 되는 방법에 대한 선거 자료에 참여하는 법에 대해 쉽게 접근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자여야 함. ROV는 조언 역량을 가진 위원회와 상담을 하고 그 권장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California 선거법 §4005) 

소수 언어 커뮤니티 연방 투표법 하에 제공되도록 요구되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집단. 소수 언어 커뮤니티와 관련된 자료, 

투표 도움 및 기타 활동은 유권자 선택법 (VCA) 관련 법을 통해 참조되어야 함. 

(투표권법의 소수 언어 조항) 

우편 투표 선거구 투표소 모델 하에, 선거 88일 전에 투표 등록한 한 사람이 250명 이하가 있는 선거구는 "우편 투표 

선거구"로 지정될 수 있으며 선거 공무원은 각 유권자에게 신청서 요구없이 우편 투표지를 제공할 수 있음. 

완화 장비 투표에 대한 장애를 제한하면서 투표 위치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에 사용되는 자료 및 공급물. 

장비의 샘플: 추가적 또는 임시 조명; 서있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추가적인 의자; 이동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길을 보여주는 표지판; 고정물, 경사로 또는 울퉁함을 덮거나 경계 부분 개선하기 위한 고무 매트; 

문의 개방을 유지하기 위한 문 고정기; 사용 가능 주차 공간을 표시하기 위한 주황색 원뿔; 그리고 가두 

투표를 제공한다는 통지 시스템. 

이동식 투표 센터 투표 센터와 같은 기준은 달성하고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권자 등록처 (ROV)에서 관리하는 이동식 

운영. 

전국 주소 변경 (NCOA) 미국 우체국 서비스에 주소 변경을 접수한 개인 및 가족의 이름 및 주소를 구성하는 정보 또는 데이터. 

(California 선거법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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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 주사기 구식의 투표 기계. 

종이 투표지에 기제한 표시를 광학적으로 스캔하고 투표지가 삽입되었을 때 전자적으로 집계하는 종이 

기반투표 기계. 

투표소 작업자 구단어. 

선거 공무원 참조. 

투표소 모델 ROV가 현재 변경하고 있는 것의 이전 모델. 

California 선거법의 일반 조항 하에 개최되는 선거 방법 및 행정을 말하는 데 사용하던 단어. 특히 1,000명 

미만의 유권자가 있는 선거구에 지정되고 우편으로 투표지를 받는 것을 요청한 유권자에게 우편 투표지를 

제공하며 대체적으로 "근린 기반" 투표 장소를 사용함.  

긍정적인 제거 유권자가 유효하지 않은 유권자 또는 취소된 접수로 이동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효한 유권자로 

남길 원한다고 엽서에 표시하여 보내는 것 등등 유권자가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는 절차. 

(California 선거법 §§2220 & 2191) 

선거구 유권자로 구성된 카운티 또는 정치적 관할구 내의 지리적 지역이며 California 선거법 12부 3장 

(§ 12200으로 시작)에 따라 설정됨.“투표소 모델” 선거에서는 같은 선거구의 모든 유권자는 같은 투표소로 

할당이 됨.“투표 센터 모델” 선거에서는 카운티 내의 모든 선거구의 유권자는 카운티의 아무 투표 

센터에서나 투표할 수 있음.ROV는 현재 “투표소 모델”에서 “투표 센터 모델”로 변환하고 있음. 

선거구 위원회 California 선거법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 Santa Clara 카운티에서 선거 시 각 선거구에 대해 선거 

공무원으로 임명된 자는 그 선거구 및 투표소에 대한 선거구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영어를 읽거나 쓰지 

못하는 자는 그 어떤 선거구 위원회에서도 위원으로 행위할 수 없음. 선거구 위원회의 구성은 선거구 

크기에 기반하여 선거구 공무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 선거구 위원회는 최소 한 명의 검사관과 두 명의 

서기관으로 구성되어야 함. 

(선거 공무원 참조.) 

선거 전 거주지 확인 주에서 각 예비 선거가 있기 90일 전에 완료되어야 함. 카운티 선거 공무원은 카운티의 각 등록된 

유권자에게 전달할 수 없는 엽서를 우편 발송하여야 함. 엽서에는 “주소 교정 요청, 우표 필요 없음”이라고 

쓰여져서 보내져야 하며 유권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고 우체국이 가지고 있는 새 주소 교정 정보가 

카운티 선거 공무원에게 반송되도록 하여야 함. 카운티 선거 공무원은 확인 우편 발송 시작 전에, 6개월 

이전에 있던 선거에서 투표를 한 유권자는 제외를 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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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 성명서 이러한 성명서는 위원회를 통제하였거나 공직에 대한 선거 또는 공직을 주최하는 것과 관련하여 달력 

연도로 2,000불 이상을 모금 또는 지출하였거나 모금 또는 지출을 할 후보자 또는 공직자에게 요구됨 

(FPPC 양식 460). 첫번째 선거 전 성명서는 선거 40일 전에 접수되어야 함 (선거 45일 전에 끝나는 주기에 

대해). 두번째 선거 전 성명서는 선거 12일 전에 접수되어야 함 (선거 17일 전에 끝나는 주기에 대해). 

(California 정부법 §§84200.5, 84200.7, & 84200.8) 

임시 투표지 투표 자격이 바로 결정될 수 없거나 조건부 유권자에 대해 발급되는 투표지를 지칭하는 데에 사용되던 

용어. 이 투표지는 “임시로” 작성되고, 핑크색 봉투에 밀봉되어 개봉 및 집계되기 전에 유권자 등록처 

(ROV) 사무소에서 확인됨. 

(California 선거법 §§4005 & 4310) 

공공 의견 기간 초안, 개정된 초안, 최종 그리고 필요시 개정된 최종 선거 행정 계획 (EAP)에 대해 대중이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인 14일의 기간. 

공개 협의 회의 유권자 등록처에 의한 공개 회의, 법적으로 통보, 공표 및 수행되어 선거 행정 계획 (EAP) 창설에 관한 

공공의 의견을 구함.  

공청회 대중이 수행될 계획된 정부 조치에 관한 요소를 듣고 자신들의 의견을 제공하는 공식적인 회의. 

공익 광고 (PSA) 사회 문제에 대해 대중의 인식을 고취하고 태도 및 행동을 바꾸기 위해 무료로 대중에게 배포되는 메세지. 

유권자 등록처 (ROV) Santa Clara카운티에서 유권자의 등록 및 선거를 책임지는 부서. 

원격지원 우편투표 (RAVBM) 장애가 있거나 군대에 있거나 해외에 있어 선거 공무원에게 종이 기표 기록을 접수하는 유권자를 위한 

전자적 우편 투표 용지에 기표하는 단일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시스템 및 그 소프트웨어. 원격지원 

우편투표 시스템은 그 언제도 투표 시스템과 절대 연결되지 않음.  

(California 선거법 §3016.5) 

대체 투표 용지 다음 상황 하에 유권자에게 제공된 투표 용지: 투표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 오류가 있는 기표 또는 

다른 언어나 양식으로 요청을 한 경우. 유권자에게 두번째 또는 대체 투표지를 발급하는 경우, 첫번째 

투표지는 이중 투표를 막기 위해 선거 정보 관리 시스템 (EIMS)에서 취소가 됨. 

(California 선거법 §4005) 

등록부 색인 종이 또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을 수 있는 선거에 자격이 있는 유권자의 공식적 명부. 등록부는 선거에서 

투표를 하였고 유권자가 서명을 하였거나 선거 공무원이 표시를 한 경우 공식적인 색인이 됨.이것은 

유권자 색인과 동일한 것이 아님. 

(California 선거법 §1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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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 투표지 각 선거에 대해 준비된 카운티 유권자 정보 가이드 (CVIG)에 나타남. 주 법 하에 포함이 되도록 요구되는 

것으로 견본 투표지는 공식 투표지의 부차적인 복사본이지만; 견본 투표지는 공식 투표지와 같은 

크기이거나 같은 용지에 인쇄되지 않고 추가적인 공란이 있어 투표 집계 시스템에서 읽을 수 없도록 되어 

있음. Santa Clara 카운티에서 다음 언어로 번역본이 제공될 수 있음: 스페니쉬, 중국어, 타갈로그어 및 

베트남어. 

(California 선거법 §13303) 

안전한 투표지함 / 전송 장비 드롭박스 내에 위치하거나 단독으로 제공되는 잠금 가능한 안전한 함. 안전한 투표함이 드롭박스 내에 

위치하는 경우, 투표지는 함에 직접 들어가게 됨. 안전한 투표함이 모든 드롭박스에 대해 요구되는 것이 

아님. 

준 공식 결과 선거일 밤에 주 총무처에 결과를 보고하는 주 또는 주전역 선거에 대해 투표지를 수집, 처리 및 집계하는 

공공 절차. 준 공식 개표 점검은 일부 또는 모든 우편 투표 용지 및 조건부 투표 용지의 총 투표 결과를 

포함할 수 있음. 

직원이 있는 드롭박스 드롭박스 위치에 고용된 사람이 보는 위치에 배치된 드롭박스 또는 안전한 함으로, 시 또는 카운티 직원 

또는 임시 직원 또는 자원 봉사자는 드롭박스의 감시 목적으로 배치가 됨. 직원이 있는 드롭박스는 하루 

24시간 내내 보통 사용될 수 없음. 

직원이 없는 드롭박스 사람이 감시를 하지 않는 안전한 드롭박스. 

우편 투표 (VBM) Santa Clara 카운티에 등록된 모든 유권자에게 선거일에 투표소를 가지 않고 먼저 우편 투표 용지를 

이용하여 투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ROV가 우편 투표 용지를 받았을 때 반송 봉투에 있는 서명이 

유권자 등록 카드에 있는 서명과 일치하는 지 비교 확인. 그런 후 투표 용지를 봉투에서 개봉하여 집계함. 

(California 선거법 §4005) 

투표 센터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자신의 우편 투표지를 드롭하고; 투표를 등록하고; 또는 조건부, 대체, 또는 

접근가능한 투표 용지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선거 주최를 위해 개설된 장소. 투표 

센터는 기존의 투표소보다 더 큰 시설이며 유권자들을 돕기 위해 더 많은 투표 장비와 선거 공무원을 

배치할 것이며 투표소에 적용되던 같은 규정을 반드시 준수할 것임. 카운티의 유권자는 투표를 위해 아무 

투표 센터나 방문할 수 있음. 

(California 선거법 §§2170, 4005, & 4007) 

투표 센터 모델 ROV가 현재 변환하고 있는, 선거 수행을 위한 향후 모델. 

유권자 선택법 하에 선거가 수행되는 방법의 행정 시스템을 지칭하던 용어. 대체적으로 모든 우편 투표 

선거의 병용 및 더 큰 지역의 투표소를 이용한 것을 투표 센터라고 부름. 

(California 선거법 §1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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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eCal 이전에는 CalVoter라고 불렀음. 

미국인 투표 지원법 (HAVA)에서 규정한 것으로, VoteCal은 주 총무처에서 개발 및 관리하는 중앙화된 

주전역 유권자 등록 데이터베이스임. 주의 각 카운티는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어서 유권자가 투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이중 등록 또는 모든 개정을 확인함. VoteCal은 카운티의 선거 정보 관리 시스템 (EIMS) 및 

교정/재활국, 공중보건부 및 차량 관리부와 같은 주 내의 다른 시스템과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작용함.  

(2002년 미국인 투표 지원법) 

유권자 조치 요청서 (VARF) “등록된” 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가 다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양식:  

1. 주소 또는 우편 주소를 변경 (Santa Clara 카운티에서 이사를 한 경우)  

2. 선호 언어를 변경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힌디어, 일본어, 카메르어 및 

한국어) 

3. 영구적인 우편 투표 상태 변경 

4. 귀하의 등록 정보에서 철자 오류나 다른 오류 수정 

5. 유권자 등록 취소 

6. 가정 또는 가구에서 사망한 사람에 대해 유권자 등록 취소 

(California 선거법 §§2150 - 2168) 

유권자 교육 및 지원활동 연합 

(VEOC) 

카운티 내 교육 기회 강화와 관련된 내용과 지원활동 및 참여를 통한 유권자 참여 증가에 대해 유권자 

등록처 (ROV)에 조언과 권유를 함. 위원회는 교육 및 아웃리치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을 증명하며 시 선거 

공무원이 되는 커뮤니티 조직의 개인 및 대표로 구성됨. 위원회는 ROV에게 조언 역량을 제공하여야 함. 

유권자 교육 및 지원활동 계획 카운티의 선거 관리 계획 (EAP)에 포함되어야 하며 반드시 주 총무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 계획은 

반드시 카운티 선거 공무원이 매체, 소셜미디어, 공공 교육 회의 및 새로운 투표 방법 및 서면 자료와 전화 

도움 이용 가능성에 대해 알리기 위한 직접적인 유권자 연락을 포함하여 교육 및 아웃리치와 관련하여 

유권자 선택법 (VCA)의 특정 조항을 어떻게 선거 공무원이 달성할 것인지를 설명하여야 함.  

유권자 교육 워크샵 카운티 선거 공무원은 반드시 유권자에게 새로운 선거가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를 알리기 위해 최소 두 

번의 대상이 된 유권자 교육 워크샵을 열어야 함. 그 타겟 워크샵은 반드시 이중 언어 유권자 교육 워크샵 

(카운티에서 요구하는 각 언어에 대해 한 번) 그리고 장애가 있는 유권자의 접근성 및 참여를 향상시키기 

위한 워크샵을 포함하여야 함.  

유권자 아웃리치 투표 절차에 관해 직접 또는 전자적으로 정보를 적극 배포함. 

유권자 등록 신청서 등록 선서 참조. 

(California 선거법 §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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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등록 카드 등록 선서 참조. 

(California 선거법 §2158) 

유권자 등록 양식 등록 선서 참조. 

(California 선거법 §2162) 

유권자 거주지 확인 카드 유권자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제 1종 우편으로 송부하는 유권자 거주지 확인 카드 (8D2 카드) 이 카드는 

유권자 등록 파일을 관리하고 이사를 한 유권자의 주소를 확인 및 교정하는 데에 사용됨.  

(California 선거법 §§2191, 2220, & 2240 - 2231) 

유권자 확인 시스템 카운티 선거 공무원이 투표 센터에서 유권자 등록 데이터에 즉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자 시스템. 

전자 투표 선거인 명부 참조. 

(California 선거법 §359.2) 

유권자 선택법 (VCA) 더 많은 유연성과 유권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새 모델하에 카운티들이 선거를 수행할 수 있기 위해 

California의 선거를 근대화 하도록 상원의원 Ben Allen이 도입하여 2016년에 통과한 

새 California법(SB450) . 

이 새 선거 모델은 유권자들이 다음을 통해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투표를 할 지 선택할 수 있게 해줌: 

1. 모든 유권자 투표 용지를 우편 발송 

2. 직접적인 조기 투표의 확장 

3. 유권자들이 카운티 내 아무 투표 센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 

이 법은 카운티들이 선거를 특정 상황 하에 우편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권자의 참여를 높히기 

위한 것임. 

(California 선거법 §§3017, 15320, & 4005 - 4008) 

투표지원 자문위원회 (VAAC) 투표지원 자문위원회 (VAAC)는 장애가 있는 유권자의 선거 접근성 향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유권자 

등록처 (ROV)에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투표 센터 설립 및 시력 장애, 청력 상실 또는 청력 

장애가 있는 유권자를 포함하지만 그에 제한하지 않고 장애가 있는 유권자 서비스 및 접근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안을 하여야 함. 위원회는 장애가 있는 유권자를 위한 접근성 요건과 관련한 경험을 증명하고 시 

선거 공무원인, 장애가 있는 유권자로 구성이 되어야 함. 위원회는 조언 역량을 제공하여야 함. 

투표 장치 투표 카드 관련 또는 투표 카드에 기표, 천공 또는 슬롯팅을 하여 유권자의 선택을 표시하는 카드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모든 장치. 

(California 선거법 부서 19) 

투표 기계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를 입력하는 그리고 전자 집계 및 인쇄물 생성 또는 기타 유형의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기록으로 각 후보자 및 또는 각 법안에 대한 총 투표수를 제공하는 선거구 광학 주사기 및 직접 기록 전자 

(DRE) 투표 시스템을 포함하지만 그에 제한되지 않은 전자 장치. 

(California 선거법 부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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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 용어집 및 축약어 
용어/축약어 의미 

투표 시스템 투표지 기표, 집계 또는 그 둘 다에 사용되는 기계적, 전자 기계적 또는 전자적 시스템 및 그 소프트웨어 

또는 이러한 것들의 병합. “투표 시스템”은 원격지원 우편투표 시스템을 포함하지 않음. 

(California 선거법 부서 19) 

유권자 확인 종이 감사 추적 (VVPAT) 2006년 1월 1일 이후로 사용된 모든 직접 기록 전자 (DRE) 투표 기계는 반드시 접근 가능한 유권자 확인 

종이 감사 추적을 가지고 있어야 함. 전자 투표 기계에서 투표를 하는 모든 유권자는 투표를 최종 마감하기 

전에 종이 기록에서 자신의 투표 선택을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함. 투표가 끝나면 이 투표에 대한 종이 

기록은 유권자가 기록한 것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자 감시 추적의 일환으로 투표 기계 내에서 

보관이 됨. California 선거법에 따라 유권자는 유권자 선택의 인쇄된 종이 기록을 받지 못함. 

(California 선거법 § 1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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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 조기 투표 신청서 

조기 투표 신청서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년월일: 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_____________ 우편번호: _________________ 

적용되는 사항을 모두 확인하신 후 서명을 해주십시오: 

대체 투표 용지 

_____ 저는 위증법 하에 원본 우편 투표 용지를 분실, 훼손, 손상하거나, 받지 않았을 경우 

그것을 받았거나 찾았다 하더라도 투표를 하지 않을 것을 증명합니다. 

교차 투표 요청 

_____ 저는 유자격 정당에 대한 선호를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예비 

선거에 대해서만, 저는 _____________________ 정당에 대해 우편 투표를 요청 합니다. 

긴급 투표지 송부- 우편 투표를 요청하는 경우, 선거일 7일 전에 필요합니다.

_____ 저는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인해 선거 일에 투표 센터로 갈 수 없습니다:. 

• 의료 시설, 요양소, 요양원, 또는 거주지에서의 감금을 초래하는 질병 또는 장애

• 신체적 장애 및/또는 신체 장애로 인하여 투표 센터, 투표소, 또는 투표 장비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을 거부하는 투표 센터의 기존 건축적 장애물

• 선거일에 투표 센터에서의 부재를 초래하는 상황

위증법 하에 상기 사실이 정확하고 사실이며 본인은 본인의 투표지를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이 투표지는 선거일 오후 8시까지 유권자 등록국에 반송되어야 하거나 

투표지에 선거 날짜가 표시되고 선거일 후 3일 내에 접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승인된 투표지 송부 -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투표지를 수령하는 경우 작성. 

본인은 위증법 하에 본인이 18세 이상이고 이 서면 성명서에 나타난 사람을 대신하여 

투표를 할 수 있는 승인을 받은 사람임을 확인합니다.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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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례

시  제한

Campbell
Cupertino
Gilroy
Los Altos
Los Altos Hills
Los Gatos
Milpitas
Monte Sereno

Morgan Hill
Mountain View
Palo Alto
San Jose
Santa Clara
Saratoga
Sunnyvale

포기 진술: 이  지도에 사용된 정보 는 다 양한 출 처에서 도출 되었습니다 . 
저희는 최선의 데이 터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하지만 , 오류 , 누락 , 
또는 정확 한 위치에 대해 서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따라서,
이  지도에 대해 서 그 어떠한 보 증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

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 등록 처
2019년 6월

제안된 투표 드롭  박스 경계 지도

투표 용지 드롭  박스 위치 경계 15 k

도로
고속도로

고속도로 및 주요도로
0 6 123 마일

부록  C - 제안된 15k 투표 드롭  박스 위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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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 제안된 투표지 제출용 박스 위치

드롭 박스 
구역 ID 드롭 박스 주소 시간

D01 Palo Alto City Hall – City Clerk Office 250 Hamilton Ave, Palo Alto, CA 94301 영업 시간
D01 Rinconada Library 1213 Newell Rd, Palo Alto, CA 94303 24/7
D02 Mitchell Park Library 3700 Middlefield Road, Palo Alto, CA 94303 24/7
D04 Foothill College - Admin. Bldg. 1900 by Flag Pole 12345 El Monte Rd, Los Altos Hills, CA 94022 24/7
D04 Los Altos Hills Town Hall – City Clerk's Office 26379 Fremont Rd, Los Altos Hills, CA 94022 영업 시간
D05 VTA North Division Coach Terminal La Avenida and North Yard 24/7
D07 Mountain View City Hall – City Clerk's Office 500 Castro St, Mountain View, CA 94039 영업 시간
D07 Mountain View Public Library 585 Franklin St, Mountain View, CA 94041 24/7
D08 Los Altos City Hall – City Clerk Office 1 N San Antonio Rd, Los Altos, CA 94022 영업 시간
D08 Los Altos Library 13 S San Antonio Rd, Los Altos, CA 94022 24/7
D09 Woodland Branch Library 1975 Grant Rd, Los Altos, CA 94024 24/7
D10 Grocery Outlet Bargain Market 1180 N Fair Oaks Ave, Sunnyvale, CA 94089 24/7
D12 Sunnyvale City Hall – City Finance Office 650 W Olive Ave, Sunnyvale, CA 94086 영업 시간
D12 Sunnyvale Library 456 W Olive Ave, Sunnyvale, CA 94086 24/7
D13 Fremont Union High School District 589 W Fremont Ave, Sunnyvale, CA 94087-2556 24/7
D17 De Anza College - Main Quad by Flag Pole 21250 Stevens Creek Blvd, Cupertino, CA 95014 24/7
D18 Cupertino City Hall – City Clerk Office 10300 Torre Ave, Cupertino, CA 95014 영업 시간
D18 Cupertino Library 10800 Torre Ave, Cupertino, CA 95014 24/7
D19 Westmont High School 4805 Westmont Ave, Campbell, CA 95008 24/7
D20 Saratoga City Hall – City Clerk Office 13777 Fruitvale Ave, Saratoga, CA 95070 영업 시간
D20 Saratoga Library 13650 Saratoga Ave, Saratoga, CA 95070 24/7
D20 West Valley College - Fox Center 14000 Fruitvale Ave, Saratoga, CA 95070 24/7
D21 Mission College - Student Drop-off 3000 Mission College Blvd, Santa Clara, CA 95054 24/7
D23 Santa Clara City Hall – City Clerk Office 1500 Warburton Ave, Santa Clara, CA 95050 영업 시간
D23 Santa Clara County Traffic Court 1095 Homestead Rd, Santa Clara, CA 95050 24/7
D24 Central Park Library 2635 Homestead Rd, Santa Clara, CA 95051 24/7
D25 Dwight D Einsenhower Elementary School 277 Rodonovan Dr, Santa Clara, CA 95051 24/7
D27 Campbell City Hall – City Clerk Office 70 N First St, Campbell, CA 95008 영업 시간
D27 Campbell Library 77 Harrison Ave, Campbell, CA 95008 24/7
D28 Monte Sereno City Hall – City Clerk Office 18041 Saratoga/Los Gatos Rd, Monte Sereno, CA 95030 영업 시간
D29 Los Gatos Library 100 Villa Ave, Los Gatos, CA 95030 24/7
D29 Los Gatos Town Hall – City Clerk Office 110 E Main St, Los Gatos, CA 95030 영업 시간
D30 Milpitas City Hall – City Clerk Office - 1st Floor 455 E Calaveras Blvd, Milpitas, CA 95035 영업 시간
D31 Milpitas Unified School District 1331 E Calaveras Blvd, Milpitas, CA 95035 24/7
D32 Milpitas Library 160 N Main St, Milpitas, CA 95035 24/7
D33 Alviso Branch Library 5050 N Main St, San Jose, CA 95002 24/7
D34 Orchard School District 921 Fox Ln, San Jose, CA 95131 24/7
D36 Hostetter Park and Ride N Capitol Ave @ Camino Del Rey 24/7
D37 Berryessa Library 3355 Noble Ave, San Jose, CA 95132 24/7
D38 Rose Garden Library 1580 Naglee Ave, San Jose, CA 95126 영업 시간
D39 Santa Clara County Superior Court 191 N First St, San Jose, CA 95113 24/7
D40 Santa Clara County – 1st Floor 70 W Hedding St, San Jose, CA 95110 영업 시간

*이 목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목록에 있는 위치와 유사하거나 가까운 위치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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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 제안된 투표지 제출용 박스 위치

D41 Educational Park Branch Library 1772 Educational Park Dr, San Jose, CA 95133 24/7
D42 Alum Rock Union School District 2930 Gay Ave, San Jose, CA 95127 24/7
D43 Martin Luther King Library (Indoor Drop-box) 150 E San Fernando St, San Jose, CA 95112 영업 시간
D43 San Jose City Hall – City Clerk Office - T1 & 14th Floor 200 E Santa Clara St, Wing 2, San Jose, CA 95113 영업 시간
D43 San Jose State University - Clark Hall Bldg. & The Villages 1 Washington Sq, San Jose, CA 95112 24/7
D44 Lee Mathson Middle School 2050 Kammerer Ave, San Jose, CA 95116 24/7
D45 Dr Roberto Cruz - Alum Rock Branch Library 3090 Alum Rock Ave, San Jose, CA 95127 24/7
D46 Moreland School District 4711 Campbell Ave, San Jose, CA 95130-1790 24/7
D47 West Valley Branch Library 1243 San Tomas Aquino Rd, San Jose, CA 95117 24/7
D48 San Jose City College - Student Center 2100 Moorpark Ave, San Jose, CA 95128 영업 시간
D48 Valley Medical Center - Valley Specialty Center 751 S Bascom Ave, San Jose, CA 95128 영업 시간
D49 Willow Glen Branch Library 1157 Minnesota Ave, San Jose, CA 95125 24/7
D50 Biblioteca Latinoamericana Branch 921 S 1st St, San Jose, CA 95110 24/7
D52 Hillview Branch Library 1600 Hopkins Dr, San Jose, CA 95122 24/7
D53 Mount Pleasant School District 3434 Marten Ave, San Jose CA 95148 24/7
D54 Campbell Union High School District 3235 Union Ave, San Jose, CA 95124-2096 24/7
D57 Captain Jason M. Dahl Elementary School 3200 Water St, San Jose, CA 95111 24/7
D58 Tully Community Library 880 Tully Rd, San Jose, CA 95111 24/7
D61 Evergreen Valley College - Cafeteria in Gullo 1 4750 San Felipe Rd, San Jose, CA 95135 24/7
D62 Cambrian School District 4115 Jacksol Dr, San Jose, CA 95124 24/7
D62 Union Elementary School District 5175 Union Ave, San Jose, CA 95124-5434 24/7
D63 Vineland Branch Library 1450 Blossom Hill Rd, San Jose, CA 95118 24/7
D64 Pearl Avenue Library 4270 Pearl Ave, San Jose, CA 95136 24/7
D65 Edenvale Branch Library 101 E Branham Ln, San Jose, CA 95111 24/7
D66 Seven Trees Branch Library 3590 Cas Dr, San Jose, CA 95111 24/7
D67 Village Square Branch Library 4001 Evergreen Village Sq, San Jose, CA 95135 24/7
D69 Almaden Branch Library 6445 Camden Ave, San Jose, CA 95120 24/7
D70 Blossom Hill Park and Ride Blossom Hill Rd @ Canoas 24/7
D72 Santa Teresa Park and Ride Santa Teresa @ Miyuki Dr 24/7
D74 Morgan Hill City Hall – City Clerk Office 17575 Peak Ave, Morgan Hill, CA 95037 영업 시간
D74 Morgan Hill Library 660 West Main Ave, Morgan Hill, CA 95037 24/7
D75 Nordstrom Elementary 1505 E Main Ave, Morgan Hill, CA 95037 24/7
D76 Morgan Hill Unified School District 15600 Concord Cir, Morgan Hill, CA 95037 24/7
D77 Rod Kelley Elementary School 8755 Kern Ave, Gilroy, CA 95020 24/7
D78 Gilroy City Hall – City Clerk Office 7351 Rosanna St, Gilroy, CA 95020 영업 시간
D78 Gilroy Library 350 W Sixth St, Gilroy, CA 95020 24/7
D79 Gavilan College - Student Center 5055 Santa Teresa Blvd, Gilroy, CA 95020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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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된 투 표  드롭 박스 경계 지도

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 등록처
201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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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시 제한

거리

_̂ 제안된 투 표  용지 드롭박스 위치

카운티  경계 선

Campbell
Cupertino
Gilroy
Los Altos
Los Altos Hills
Los Gatos
Milpitas
Monte Sereno
Morgan Hill
Mountain View
Palo Alto
San Jose
Santa Clara
Saratoga
Sunnyvale

시도로

고속 도로

0 3 6 9 121.5
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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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시 제한

Campbell
Cupertino
Gilroy
Los Altos
Los Altos Hills
Los Gatos
Milpitas
Monte Sereno

Morgan Hill
Mountain View
Palo Alto
San Jose
Santa Clara
Saratoga
Sunnyvale

투 표 센터 경계 50k 초안

제안된  11일 투 표 센터 경계 지도

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 등록 처
2019년 9월

포기 진술: 이 지도에 사 용된  정보는 다양 한 출처에서  도출되었 습니 다. 
저 희는 최선의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하지만, 오류 , 누락 ,
 또는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따라서 ,
이 지도에 대해서  그 어떠한 보증도 제공되지 않습니 다.

부록  E - 제안된  투 표 센터 50k & 10k 경계

도로

고속도로

고속도로
0 6 123 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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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Esri, HERE, Garmin, Intermap, increment P Corp., GEBCO, USGS, FAO, NPS, NRCAN, GeoBase, IGN, Kadaster NL, Ordnance Survey, Esri Japan, METI,
Esri China (Hong Kong), (c) OpenStreetMap contributors, and the GIS User Community

±

범례

시 제한

Campbell
Cupertino
Gilroy
Los Altos
Los Altos Hills
Los Gatos
Milpitas
Monte Sereno

Morgan Hill
Mountain View
Palo Alto
San Jose
Santa Clara
Saratoga
Sunnyvale

제안된 4일 투표 센터 경계 지 도

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 등록처
2019년 9월

투표 센터 경계 10k 초안

포기 진술 : 이 지 도에 사용된 정보 는 다양한 출처에서 도출되었습니다.
 저희는 최선의 데 이터를 제공하 기 위해 노력하 지 만 , 오 류 , 누락,
 또는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 그 어떠한 책임도 지 지  않으며  따라서,
이 지 도에 대해서 그 어떠한 보 증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도로

고속 도로

고속 도로
0 6 123 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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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F - 투표 센터 후보지 위치

투표 센터 주소 시

1st Baptist Church Gilroy 8455 Wren Ave Gilroy, CA 95020
Alexander Rose Elementary School 250 Roswell Dr Milpitas, CA 95035
Almanden Community Center 6445 Camden Ave San Jose, CA 95120
Andrew Hill High School 3200 Senter Rd San Jose, CA 95111
Bella Terra Senior Apartments 235 East Dunne Ave Morgan Hill, CA 95037
Belwood Cabana Club 100 Belwood Gate Way Los Gatos, CA 95032
Berryessa Branch Library - Community Room 3355 Noble Ave San Jose, CA 95132
Braly Park Building 704 Daffodil Ct Sunnyvale, CA 94086
Calabazas Park Building 6852 Rainbow Dr San Jose, CA 95129
Cambrian Branch Library 1780 Hillsdale Ave San Jose, CA 95124
Campbell Community Center - Roosevelt Room 1 W Campbell Ave Campbell, CA 95008
Campbell Union High School District - Board Room 3235 Union Ave San Jose, CA 95124
Capitol Park 800 Peter Pan Ave San Jose, CA 95116
Children Health Council 2280 Kenwood Ave San Jose, CA 95128
Christ the Good Shepherd Lutheran 1550 Meridian Ave San Jose, CA 95125
Chung Tai Zen Center of Sunnyvale 750 E Arques Ave Sunnyvale, CA 94085
Church of Scientology of San Jose 1865 Lundy Ave San Jose, CA 95131
City of Morgan Hill City Hall 17575 Peak Ave Morgan Hill, CA 95037
Columbia Middle School - Library 739 Morse Ave Sunnyvale, CA 94085
Cubberley Community Center - Gym A 4000 Middlefield Rd Palo Alto, CA 94303
Dhammakaya Center MH 280 Llagas Rd Morgan Hill, CA 95037
Easterbook Discovery School 4835 Doyle Rd San Jose, CA 95129
Edenvale Branch Library 101 Branham Ln San Jose, CA 84111
Edenvale Community Center 330 Branham Ln San Jose, CA 95111
Elks Lodge 444 W Alma Ave San Jose, CA 95110
Fair Oaks Park 540 N Fair Oaks Ave Sunnyvale, CA 94085
Gilroy Police - Community Room 7301 Hanna St Gilroy, CA 95020
Grass Farm Garden Accents 11155 Lena Ave Gilroy, CA 95020
Hillview Branch Library 1600 Hopkins Dr San Jose, CA 95122
Houge Park Community Center 3952 Twilight Dr San Jose, CA 95118
John Sinnott Elementary School 2025 Yellowstone Ave Milpitas, CA 95035
Kirk Community Center 1601 Foxworthy Ave San Jose, CA 95118
Leigh High School 5210 Leigh Ave San Jose, CA 95124
Los Gatos Lodge 50 Los Gatos-Saratoga Rd Los Gaots, CA 95032
Markham Plaza Apartments 2000 Monterey Rd San Jose, CA 95112
Mexican Heritage Plaza 1700 Alum Rock Ave San Jose, CA 95116
Mitchell Park Community Center 3800 Middlefield Rd Palo Alto, CA 94303
Monte Alban 1324 Santee Dr San Jose, CA 95122
Moreland Community Center, School District 1850 Fallbrook Ave San Jose, CA 95130
Morgan Hill Presbyterian 16970 De Witt Ave Morgan Hill, CA 95037
Palo Alto Art Center - Auditorium 1313 Newell Rd Palo Alto, CA 94303
Pioneer Mobile Home 60 Wilson Way Milpitas, CA 95035
Plaza Del Rey 1225 Vienna Dr Sunnyvale, CA 94089
Ponderosa Park Building 811 Henderson Ave Sunnyvale, CA 94086
Prince of Peace 12770 Saratoga Ave Saratoga, CA 95070
Rincon Gardens 400 W Rincon Ave Campbell, CA 95008
Rinconada Library 1213 Newell Rd Palo Alto, CA 94303
Roosevelt Community Center 901 E Santa Clara St San Jose, CA 95116
San Jose Masonic Center 2500 Masonic Dr San Jose, CA 95125

*이 목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목록에 있는 위치와 유사하거나 가까운 위치가 우선합니다.

SANTA CLARA 카운티 선거 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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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F - 투표 센터 후보지 위치

San Jose State University SRAC 324 Paseo de San Carlos San Jose, CA 95192
Santa Teresa Branch Library 290 International Cir San Jose, CA 95119
Santiago Villa - Clubhouse 1075 Space Park Way Mountain View, CA 94043
Scientology Silicon Valley - Chapel 1066 Linda Vista Ave Mountain View, CA 94043
Seven Trees Branch Library 3590 Cas Dr San Jose, CA 95111
Spanish Cove Mobile Home Park 2600 Senter Rd San Jose, CA 95111
St. Francis Of Assisi 5111 San Felipe Rd San Jose, CA 95135
St. Timothy Lutheran Church 5100 Camden Ave San Jose, CA 95124
St. Timothy's Episcopal Church 2094 Grant Rd Mountain View, CA 94040
Sunny View Bay Area Retirement Community/Church 22445 Cupertino Rd Cupertino, CA 95014
Sunnyvale Community Center - Community Room 550 E Remington Dr Sunnyvale, CA 94087
Sunnyvale Middle School - Library/Sunnyvale School District 1080 Mango Ave Sunnyvale, CA 94087
Sunrise Valley Baptist Church 5860 Blossom Ave San Jose, CA 95123
Sunset Gardens Senior Housing 7750 Wren Ave Gilroy, CA 95020
Taiwanese American Center 台灣會館 4413 Fortran Ct San Jose, CA 95134
The Foundation For Hispanic Education 14271 Story Rd San Jose, CA 95127
The Good Samaritan United Methodist Church 19624 Homestead Rd Cupertino, CA 95014 
The Pavilion at Redwood Estates 21450 Madrone Dr Los Gatos, CA 95033
Town of Los Altos Hills 26379  Fremont Rd Los Altos Hills, CA 94022
Triton Museum Of Art & Jamison-Brown House 1505 Warburton Ave Santa Clara, CA 95050
UA Local Union 393 6150 Cottle Rd San Jose, CA 95123
UFCW Local 5 240 S Market St San Jose, CA 95113
Valley Village Retirement Community 390 N Winchester Blvd Santa Clara, CA 95051
Ventura Community Center 3990 Ventura Ct Palo Alto, CA 94306
Vietnamese American Community Center 1141 William St San Jose, CA 95116
Village Square Library 4001 Evergreen Village Sq San Jose, CA  95135
Washington Park 840 W Washington Ave Sunnyvale, CA 94086
West Valley Branch Library 1243 San Tomas Aquino Rd San Jose, CA 95117
West Valley College 14000 Fruitvale Ave Saratoga, CA 95070
Westmont of Morgan Hill 1160 Cochrane Rd Morgan Hill, CA 95037
Woodland Estates MHP 850 Middle Ave Morgan Hill, CA 9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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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Esri, HERE, Garmin, Intermap, increment P Corp., GEBCO, USGS, FAO, NPS, NRCAN, GeoBase, IGN, Kadaster NL, Ordnance Survey, Esri Japan, METI,
Esri China (Hong Kong), (c) OpenStreetMap contributors, and the GIS User Community

±

범 례

시  제한

Campbell
Cupertino
Gilroy
Los Altos
Los Altos Hills
Los Gatos
Milpitas
Monte Sereno

Morgan Hill
Mountain View
Palo Alto
San Jose
Santa Clara
Saratoga
Sunnyvale

투표 센터 후 보 지 위치 지도

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 등록처
2019년 9월

포기 진술: 이 지도에 사용된 정보 는 다양한 출처 에서 도출되 었습 니다.
 저희는 최선의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오류 , 누락,
 또는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따라서,
이 지도에 대해서 그 어떠한 보 증도 제공되 지 않습 니다.

_̂ 투표 센터 후 보 지 위치

Santa Clara 카운티 경계

도로

고속도로

고속도로
0 6 123 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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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G-데이터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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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 진술: 정 확한 것으로  간주되 지만, ROV는 이 데이터의 사용에 대 한 책임을 지지 않 습니다 .

비고: VTA의 2018 업로 드에서 수집한 데이터.
일부  VTA 버 스  정 류장 은 카운티  윤곽 선 밖에 있 습니다 .
이 지도는 VTA의 경전철 또는 Caltrain을 포함하지 않 습니다 .

공공 교통 지도
VTA 버 스  정 류장

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  등 록 처
2019년 5월

범 례

버 스  정 류장 까지의 거리 (마 일)

0.1
0.25
0.5
1

Santa Clara 카운티  윤곽 선

VTA 버 스  정 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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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총선 거
우 편 투표 (VBM) 투표율

유권자 등 록국 - 2019년  3월

포 기 진술: 정확 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 ROV는 이 데이터의 사 용 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비 고: 데이터는 2018년  11월  총선 거를  기초로 합니다.
투표율은 미국 인 구 조사  경계선  공간적으로 결합된 
ROV 선 거구 경계를  사 용 합니다.

범 례

투표된 VBM 투표지 %

<42%
43% - 49%
50% - 55%
56% - 61%
>62%

0 5 102.5 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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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ri, HERE, Garmin, (c) OpenStreetMap contributors, and the GIS user community

±
투 표 연령 인구 
밀도 지도

유권자 등록국 - 2019년 3월

0 5 102.5 마일

범례

인구 통계 책자

평방 마일 당 인구

<3400
3500 - 5500
5600 - 6900
7000 - 9700
>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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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 진술: 정확 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ROV는 이 데이터의 사 용 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 니다.

중국어 타겟 언어
선 거구 지도

유권자 등록 국 - 2019년  5월

(Number is in ones)

범 례

선 거구 경계

대략의 등록 된 중국 유권자 수

0 - 11
12 - 28
29 - 52
53 - 90
91 - 148

Santa Clara 카운티 윤곽선

0 5 102.5 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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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 진술: 정확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 ROV는 이 데 이터의 사용에 대한 책 임을 지지 않습니다.

스 페인어 타겟 언어
선 거구 지도

유권 자 등 록 국 - 2019년 5월

(숫자는 일단위 )

범례

선 거구 경계

대략 의 등 록 된 스 페니쉬  유권 자 수

0 - 13
14 - 37
38 - 71
72 - 112
113 - 177

Santa Clara 카 운티  윤곽선

0 5 102.5 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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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 진술: 정확 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 ROV는 이 데이터의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타갈로 그 어  타겟 언 어
선거구 지도

유권자 등록국 - 2019년 5월

(Number is in ones)

범 례

선거구 경계

대략 의  등록된 타갈로 그 어  유권자 수

0 - 3
4 - 9
10 - 20
21 - 36
37 - 62

Santa Clara 카운티 윤곽선

0 5 102.5 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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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기 진술: 정확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 ROV는 이 데이터의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베 트남 어  타겟 언 어
선거구 지도

유권자 등록 국 - 2019년 5월

(Number is in ones)

범 례

선거구 경계

대략의 등록 된 베 트남 어  유권자 수

0 - 25
26 - 73
74 - 130
131 - 218
219 - 428

Santa Clara 카운티 윤곽선

0 5 102.5 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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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기 진술: 정확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 ROV는 이 데이터의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크메 르 어  타겟 언 어
선거구 지도

유권자 등록 국 - 2019년  5월

(Number is in ones)

범 례

선거구 경계

대략의 등록 된 크메 르 어  유권자 수

0
1
2

Santa Clara 카운티 윤곽선

0 5 102.5 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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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 진술 : 정확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 ROV는 이 데이터의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한국어  타겟 언어
선 거구 지도

유권자 등록 국 - 2019년  5월

(Number is in ones)

범례

선 거구 경계

대략의 등록 된 한국어  유권자 수

0
1 - 2
3 - 5
6 - 10
11 - 26

Santa Clara 카운 티 윤곽선

0 5 102.5 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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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 진술 : 정확 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 ROV는 이  데이 터의 사 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힌 디어 타겟 언 어
선거구 지도

유권자 등록 국 - 2019년  5월

범 례

선거구 경계

대략의 등록 된 힌 디어 유권자 수

0
1
2
3
4 - 5

Santa Clara 카운티 윤곽선

0 5 102.5 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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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 진술 : 정확 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ROV는 이  데이 터의 사 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일본 어 타겟 언 어
선거구 지도

유권자 등록 국 - 2019년  5월

(Number is in ones)

범 례

선거구 경계

대략의 등록 된 일본 어 유권자 수

0
1
2

Santa Clara 카운티 윤곽선

0 5 102.5 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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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ri, HERE, Garmin, (c) OpenStreetMap contributors, and the GIS user community

±
주로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가구의 비율

유 권자 등록국 - 2019년 3월

범례

인구 통계 책자

세대 %

<5%
5%-10%
10%-15%
15%-20%
>20%

0 5 102.5 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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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ri, HERE, Garmin, (c) OpenStreetMap contributors, and the GIS user community

±
장애를 가진 인구

유권자 등록국 - 2019년 3월

범례

인구 통계 책자

장애가 있는 인구

<200
201 - 300
301 - 400
401 - 500
>500

0 5 102.5 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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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101

£¤101

·|}þ156
·|}þ25

·|}þ237

·|}þ17

·|}þ87

·|}þ85

§̈¦880

§̈¦280 §̈¦680

Esri, HERE, Garmin, (c) OpenStreetMap contributors, and the GIS user community

±
가구의 차량 소유율

유권자 등록국 - 2019년 3월

범례

인 구 통계 책자

차량에 대한 접근이 없는 가구의 %

<3%
3%-6%
6%-10%
10%-18%
18%-35%

0 5 102.5 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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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101

£¤101

·|}þ156
·|}þ25

·|}þ237

·|}þ17

·|}þ87

·|}þ85

§̈¦880

§̈¦280

§̈¦680

Esri, HERE, Garmin, (c) OpenStreetMap contributors, and the GIS user community

±
중간 가계 소득 

유권자 등록국 - 2019년 3월

범례

인구 통계 책자

중간 가계 소득 

<60k
60k - 90k
90k-120k
120k - 150k
>150k

0 5 102.5 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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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101

£¤101

·|}þ156
·|}þ25

·|}þ237

·|}þ17

·|}þ87

·|}þ85

§̈¦880

§̈¦280

§̈¦680

Esri, HERE, Garmin, (c) OpenStreetMap contributors, and the GIS user community

±
18세 이상의 등록되지 않은 인구 비율 

유권자 등록국 - 2019년 3월

범례

인구 통계 책자

등록되지 않은 인구 %

<25%
25% - 34%
35% - 44%
45% - 54%
>54%

0 5 102.5 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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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101

£¤101

·|}þ156
·|}þ25

·|}þ237

·|}þ17

·|}þ87

·|}þ85

§̈¦880

§̈¦280 §̈¦680

Esri, HERE, Garmin, (c) OpenStreetMap contributors, and the GIS user community

±
노인 인구 

유권자 등록국 - 2019년 3월

범례

인구 통계 책자

65세 이상의 인구

<350
350 - 499
500 - 649
650 - 799
>799

0 5 102.5 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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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H – 공고 
 

공고 
 

유권자 선택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 관리 계획 초안 개발에 대한 협의 회의 
 

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 등록국 (ROV)은 유권자 선택법 (VCA)과 관련하여 카운티의 임시 선거 

관리 계획 (EAP)의 개발에 대한 상담과 의견을 제공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을 초대합니다. 

 

VCA는 유권자들이 투표지를 어떻게, 언제, 어디에서 투표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선거 

모델을 도입합니다. 유권자들은 투표지에 우편 발송을 선택하거나, 보안 투표 드롭 박스 위치에 

가지고 가거나, 카운티 내 모든 투표 센터에서 직접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수령하는 즉시 우편 

발송 또는 드롭 박스에 드롭오프할 수 있으며 투표 센터에서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최대 10일까지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게 됩니다. 
 

EAP는 VCA의 이행을 위한 공식적인 계획입니다. ROV는 Santa Clara 카운티 주민들과 협력할 것이며 

이 새로운 선거 모델과 관련하여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을 듣고자 합니다. ROV는 모든 의견을 

고려하기 위해 대중들과 여러 번의 회의를 가질 것입니다. 이 회의는 일반 대중, 접근성 및 다양한 

언어 커뮤니티를 포함하 여, Santa Clara 카운티 내 여러 커뮤니티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러한 회의에서 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ROV는 EAP의 초안 계획을 만들 것이며, 

이는 2019년 8월 30일 최종 공청회로 이어질 것이고, 그 이후 최종 계획은 Santa Clara 카운티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의견을 제공하고자 하는 모든 당사자들은 2019년 6월 12일에 처음 몇 번의 협의 회의 중 첫 번째에 

참석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모임의 목적은 카운티의 초안 EAP 개발에 대한 공개 의견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회의 날짜: 2019년 6월 12일 

 

회의 시간: 2:00 PM - 3:30 PM 

 

위치: Tomkins 법원, Gilroy 95020 (회의실 116) 

 

이것은 접근성이 있는 시설입니다. 접근 가능한 양식의 문서, 통역 서비스, 보조 청취 장비 또는 

기타 편의 시설의 요청은 유권자 등록처에 미팅 5일 전에 408- 299-8683으로 전화하거나 

voterschoice@rov.sccgov.org로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시간 및 EAP에 대한 모든 곧 있을 공개 협의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ROV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sccvote.org/voters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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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유권자 선택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 관리 계획 초안 개발에 대한 협의 회의 
 

관심 있는 주민, 장애인 커뮤니티, 커뮤니티 조직과 및 장애인을 대신하거나 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을 위한 회의 

 

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 등록국 (ROV)은 유권자 선택법 (VCA)과 관련하여 카운티의 임시 선거 

관리 계획 (EAP)의 개발에 대한 상담과 의견을 제공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을 초대합니다. 
 

VCA는 유권자들이 투표지를 어떻게, 언제, 어디에서 투표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선거 

모델을 도입합니다. 유권자들은 투표지에 우편 발송을 선택하거나, 보안 투표 드롭 박스 위치에 

가지고 가거나, 카운티 내 모든 투표 센터에서 직접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수령하는 즉시 우편 

발송 또는 드롭 박스에 드롭오프할 수 있으며 투표 센터에서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최대 10일까지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게 됩니다. 
 

EAP는 VCA 실행을 위한 공식적 계획입니다. ROV는 Santa Clara 카운티 주민들과 협력할 것이며 이 

새로운 선거 모델과 관련하여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을 듣고자 합니다. ROV는 모든 의견을 고려하기 

위해 대중들과 여러 번의 회의를 가질 것입니다. 이 회의는 일반 대중, 접근성 및 다양한 언어 

커뮤니티를 포함하 여, Santa Clara 카운티 내 여러 커뮤니티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러한 회의에서 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ROV는 EAP의 초안 계획을 만들 것이며, 이는 

2019년 8월 30일 최종 공청회로 이어질 것이고, 그 이후 최종 계획은 Santa Clara 카운티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의견을 제공하고자 하는 모든 당사자들은 여러 번이 있을 저희의 회의에 참석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모임의 목적은 카운티의 초안 EAP 개발에 대한 공개 의견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회의 날짜: 2019년 6월 13일 

 

회의 시간: 5:00 PM - 6:30 PM 
 

위치: 70 W.Hedding St., San Jose 95110 (회의실 157) 

 

이것은 접근성이 있는 시설입니다. 접근 가능한 양식의 문서, 통역 서비스, 보조 청취 장비 또는 

기타 편의 시설의 요청은 유권자 등록처에 미팅 5일 전에 408- 299-8683으로 전화하거나 

voterschoice@rov.sccgov.org로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시간 및 EAP에 대한 모든 곧 있을 공개 협의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ROV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sccvote.org/voterschoice.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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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유권자 선택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 관리 계획 초안 개발에 대한 협의 회의 
 

관심 있는 주민, 카운티의 언어 커뮤니티의 대표자, 지지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을 위한 회의 

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 등록국 (ROV)은 유권자 선택법 (VCA)과 관련하여 카운티의 임시 선거 

관리 계획 (EAP)의 개발에 대한 상담과 의견을 제공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을 초대합니다. 
 

VCA는 유권자들이 투표지를 어떻게, 언제, 어디에서 투표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선거 

모델을 도입합니다. 유권자들은 투표지에 우편 발송을 선택하거나, 보안 투표 드롭 박스 위치에 

가지고 가거나, 카운티 내 모든 투표 센터에서 직접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수령하는 즉시 우편 

발송 또는 드롭 박스에 드롭오프할 수 있으며 투표 센터에서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최대 10일까지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게 됩니다. 
 

EAP는 VCA 실행을 위한 공식적 계획입니다. ROV는 Santa Clara 카운티 주민들과 협력할 것이며 이 

새로운 선거 모델과 관련하여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을 듣고자 합니다. ROV는 모든 의견을 고려하기 

위해 대중들과 여러 번의 회의를 가질 것입니다. 이 회의는 일반 대중, 접근성 및 다양한 언어 

커뮤니티를 포함하여, Santa Clara 카운티 내 여러 커뮤니티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러한 회의에서 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ROV는 EAP의 초안 계획을 만들 것이며, 이는 

2019년 8월 30일 최종 공청회로 이어질 것이고, 그 이후 최종 계획은 Santa Clara 카운티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의견을 제공하고자 하는 모든 당사자들은 여러 번이 있을 저희의 회의에 참석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모임의 목적은 카운티의 초안 EAP 개발에 대한 공개 의견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회의 날짜: 2019년 6월 17일 

 

회의 시간: 6:30 PM - 8:00 PM 
 

위치:Tully San Jose 지점 도서관 | 880 Tully Rd., San Jose, CA (커뮤니티실) 
 

이것은 접근성이 있는 시설입니다. 접근 가능한 양식의 문서, 통역 서비스, 보조 청취 장비 또는 

기타 편의 시설의 요청은 유권자 등록처에 미팅 5일 전에 408- 299-8683으로 전화하거나 

voterschoice@rov.sccgov.org로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시간 및 EAP에 대한 모든 곧 있을 공개 협의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ROV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sccvote.org/voters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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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유권자 선택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 관리 계획 초안 개발에 대한 협의 회의 
 

관심 있는 주민, 카운티의 언어 커뮤니티의 대표자, 지지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을 위한 회의 

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 등록국 (ROV)은 유권자 선택법 (VCA)과 관련하여 카운티의 임시 선거 

관리 계획 (EAP)의 개발에 대한 상담과 의견을 제공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을 초대합니다. 
 

VCA는 유권자들이 투표지를 어떻게, 언제, 어디에서 투표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선거 

모델을 도입합니다. 유권자들은 투표지에 우편 발송을 선택하거나, 보안 투표 드롭 박스 위치에 

가지고 가거나, 카운티 내 모든 투표 센터에서 직접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수령하는 즉시 우편 

발송 또는 드롭 박스에 드롭오프할 수 있으며 투표 센터에서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최대 10일까지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게 됩니다. 
 

EAP는 VCA 실행을 위한 공식적 계획입니다. ROV는 Santa Clara 카운티 주민들과 협력할 것이며 이 

새로운 선거 모델과 관련하여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을 듣고자 합니다. ROV는 모든 의견을 고려하기 

위해 대중들과 여러 번의 회의를 가질 것입니다. 이 회의는 일반 대중, 접근성 및 다양한 언어 

커뮤니티를 포함하여, Santa Clara 카운티 내 여러 커뮤니티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러한 회의에서 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ROV는 EAP의 초안 계획을 만들 것이며, 이는 

2019년 8월 30일 최종 공청회로 이어질 것이고, 그 이후 최종 계획은 Santa Clara 카운티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의견을 제공하고자 하는 모든 당사자들은 여러 번이 있을 저희의 회의에 참석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모임의 목적은 카운티의 초안 EAP 개발에 대한 공개 의견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회의 날짜: 2019년 6월 18일 

 

회의 시간: 5:30 PM - 7:00 PM 
 

위치: 카운티 정부 센터 | 70 W. Hedding Street (회의실 157) 
 

이것은 접근성이 있는 시설입니다. 접근 가능한 양식의 문서, 통역 서비스, 보조 청취 장비 또는 

기타 편의 시설의 요청은 유권자 등록처에 미팅 5일 전에 408- 299-8683으로 전화하거나 

voterschoice@rov.sccgov.org로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시간 및 EAP에 대한 모든 곧 있을 공개 협의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ROV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sccvote.org/voters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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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유권자 선택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 관리 계획 초안 개발에 대한 협의 회의 
 

관심 있는 주민, 카운티의 타갈로그어 커뮤니티의 대표자, 지지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을 위한 

회의 

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 등록국 (ROV)은 유권자 선택법 (VCA)과 관련하여 카운티의 임시 선거 

관리 계획 (EAP)의 개발에 대한 상담과 의견을 제공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을 초대합니다. 
 

VCA는 유권자들이 투표지를 어떻게, 언제, 어디에서 투표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선거 

모델을 도입합니다. 유권자들은 투표지에 우편 발송을 선택하거나, 보안 투표 드롭 박스 위치에 

가지고 가거나, 카운티 내 모든 투표 센터에서 직접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수령하는 즉시 우편 

발송 또는 드롭 박스에 드롭오프할 수 있으며 투표 센터에서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최대 10일까지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게 됩니다. 
 

EAP는 VCA 실행을 위한 공식적 계획입니다. ROV는 Santa Clara 카운티 주민들과 협력할 것이며 이 

새로운 선거 모델과 관련하여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을 듣고자 합니다. ROV는 모든 의견을 고려하기 

위해 대중들과 여러 번의 회의를 가질 것입니다. 이 회의는 일반 대중, 접근성 및 다양한 언어 

커뮤니티를 포함하여, Santa Clara 카운티 내 여러 커뮤니티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러한 회의에서 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ROV는 EAP의 초안 계획을 만들 것이며, 이는 

2019년 8월 30일 최종 공청회로 이어질 것이고, 그 이후 최종 계획은 Santa Clara 카운티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의견을 제공하고자 하는 모든 당사자들은 여러 번이 있을 저희의 회의에 참석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모임의 목적은 카운티의 초안 EAP 개발에 대한 공개 의견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회의 날짜: 2019년 6월 21일 

 

회의 시간: 4:30 PM - 6:00 PM 
 

위치: Milpitas 도서관 | 160 N. Main St., Milpitas, CA 95035 (강당) 
 

비고: 이 회의는 카운티의 주민, 대표자, 지지자 및 카운티의 타갈로그 언어 커뮤니티의 다른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참석도 환영합니다. 

 

이것은 접근성이 있는 시설입니다. 접근 가능한 양식의 문서, 통역 서비스, 보조 청취 장비 또는 

기타 편의 시설의 요청은 유권자 등록처에 미팅 5일 전에 408- 299-8683으로 전화하거나 

voterschoice@rov.sccgov.org로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시간 및 EAP에 대한 모든 곧 있을 공개 협의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ROV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sccvote.org/voters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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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유권자 선택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 관리 계획 초안 개발에 대한 협의 회의 
 

관심 있는 주민, 카운티의 스페니쉬어 커뮤니티의 대표자, 지지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을 위한 

회의 

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 등록국 (ROV)은 유권자 선택법 (VCA)과 관련하여 카운티의 임시 선거 

관리 계획 (EAP)의 개발에 대한 상담과 의견을 제공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을 초대합니다. 
 

VCA는 유권자들이 투표지를 어떻게, 언제, 어디에서 투표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선거 

모델을 도입합니다. 유권자들은 투표지에 우편 발송을 선택하거나, 보안 투표 드롭 박스 위치에 

가지고 가거나, 카운티 내 모든 투표 센터에서 직접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수령하는 즉시 우편 

발송 또는 드롭 박스에 드롭오프할 수 있으며 투표 센터에서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최대 10일까지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게 됩니다. 
 

EAP는 VCA 실행을 위한 공식적 계획입니다. ROV는 Santa Clara 카운티 주민들과 협력할 것이며 이 

새로운 선거 모델과 관련하여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을 듣고자 합니다. ROV는 모든 의견을 고려하기 

위해 대중들과 여러 번의 회의를 가질 것입니다. 이 회의는 일반 대중, 접근성 및 다양한 언어 

커뮤니티를 포함하여, Santa Clara 카운티 내 여러 커뮤니티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러한 회의에서 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ROV는 EAP의 초안 계획을 만들 것이며, 이는 

2019년 8월 30일 최종 공청회로 이어질 것이고, 그 이후 최종 계획은 Santa Clara 카운티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의견을 제공하고자 하는 모든 당사자들은 여러 번이 있을 저희의 회의에 참석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모임의 목적은 카운티의 초안 EAP 개발에 대한 공개 의견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회의 날짜: 2019년 6월 24일 

 

회의 시간: 4:00 PM - 5:30 PM 
 

위치: Mayfair 커뮤니티 센터 | 2039 Kammerer Ave., San Jose, CA 95116 (링컨실) 

* 주차는 2050 Kammerer Ave에서 길 건너편 Lee Mathson 기술 연구소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비고: 이 회의는 카운티의 주민, 대표자, 지지자 및 카운티의 스페니쉬어 커뮤니티의 다른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참석도 환영합니다. 

 

이것은 접근성이 있는 시설입니다. 접근 가능한 양식의 문서, 통역 서비스, 보조 청취 장비 또는 

기타 편의 시설의 요청은 유권자 등록처에 미팅 5일 전에 408- 299-8683으로 전화하거나 

voterschoice@rov.sccgov.org로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시간 및 EAP에 대한 모든 곧 있을 공개 협의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ROV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sccvote.org/voters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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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유권자 선택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 관리 계획 초안 개발에 대한 협의 회의 
 

관심 있는 주민, 카운티의 중국어 커뮤니티의 대표자, 지지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을 위한 회의 

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 등록국 (ROV)은 유권자 선택법 (VCA)과 관련하여 카운티의 임시 선거 

관리 계획 (EAP)의 개발에 대한 상담과 의견을 제공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을 초대합니다. 
 

VCA는 유권자들이 투표지를 어떻게, 언제, 어디에서 투표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선거 

모델을 도입합니다. 유권자들은 투표지에 우편 발송을 선택하거나, 보안 투표 드롭 박스 위치에 

가지고 가거나, 카운티 내 모든 투표 센터에서 직접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수령하는 즉시 우편 

발송 또는 드롭 박스에 드롭오프할 수 있으며 투표 센터에서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최대 10일까지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게 됩니다. 
 

EAP는 VCA 실행을 위한 공식적 계획입니다. ROV는 Santa Clara 카운티 주민들과 협력할 것이며 이 

새로운 선거 모델과 관련하여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을 듣고자 합니다. ROV는 모든 의견을 고려하기 

위해 대중들과 여러 번의 회의를 가질 것입니다. 이 회의는 일반 대중, 접근성 및 다양한 언어 

커뮤니티를 포함하여, Santa Clara 카운티 내 여러 커뮤니티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러한 회의에서 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ROV는 EAP의 초안 계획을 만들 것이며, 이는 

2019년 8월 30일 최종 공청회로 이어질 것이고, 그 이후 최종 계획은 Santa Clara 카운티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의견을 제공하고자 하는 모든 당사자들은 여러 번이 있을 저희의 회의에 참석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모임의 목적은 카운티의 초안 EAP 개발에 대한 공개 의견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회의 날짜: 2019년 6월 25일 

 

회의 시간: 5:30 PM - 7:00 PM 
 

위치: Quinlan 커뮤니티 센터 | 10185 N. Stelling Rd., Cupertino, CA 95014 (사회실) 
 

비고: 이 회의는 카운티의 주민, 대표자, 지지자 및 카운티의 중국어 커뮤니티의 다른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참석도 환영합니다. 

 

이것은 접근성이 있는 시설입니다. 접근 가능한 양식의 문서, 통역 서비스, 보조 청취 장비 또는 

기타 편의 시설의 요청은 유권자 등록처에 미팅 5일 전에 408- 299-8683으로 전화하거나 

voterschoice@rov.sccgov.org로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시간 및 EAP에 대한 모든 곧 있을 공개 협의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ROV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sccvote.org/voters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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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유권자 선택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 관리 계획 초안 개발에 대한 협의 회의 
 

관심 있는 주민, 카운티의 한국어 커뮤니티의 대표자, 지지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을 위한 회의 

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 등록국 (ROV)은 유권자 선택법 (VCA)과 관련하여 카운티의 임시 선거 

관리 계획 (EAP)의 개발에 대한 상담과 의견을 제공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을 초대합니다. 
 

VCA는 유권자들이 투표지를 어떻게, 언제, 어디에서 투표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선거 

모델을 도입합니다. 유권자들은 투표지에 우편 발송을 선택하거나, 보안 투표 드롭 박스 위치에 

가지고 가거나, 카운티 내 모든 투표 센터에서 직접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수령하는 즉시 우편 

발송 또는 드롭 박스에 드롭오프할 수 있으며 투표 센터에서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최대 10일까지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게 됩니다. 
 

EAP는 VCA 실행을 위한 공식적 계획입니다. ROV는 Santa Clara 카운티 주민들과 협력할 것이며 이 

새로운 선거 모델과 관련하여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을 듣고자 합니다. ROV는 모든 의견을 고려하기 

위해 대중들과 여러 번의 회의를 가질 것입니다. 이 회의는 일반 대중, 접근성 및 다양한 언어 

커뮤니티를 포함하여, Santa Clara 카운티 내 여러 커뮤니티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러한 회의에서 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ROV는 EAP의 초안 계획을 만들 것이며, 이는 

2019년 8월 30일 최종 공청회로 이어질 것이고, 그 이후 최종 계획은 Santa Clara 카운티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의견을 제공하고자 하는 모든 당사자들은 여러 번이 있을 저희의 회의에 참석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모임의 목적은 카운티의 초안 EAP 개발에 대한 공개 의견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회의 날짜: 2019년 6월 27일 

 

회의 시간: 2:00 PM - 3:30 PM 
 

위치: 유권자 등록처 | 1555 Berger Drive, Building 2, San Jose, CA 95112 (강당) 
 

비고: 이 회의는 카운티의 주민, 대표자, 지지자 및 카운티의 한국어 커뮤니티의 다른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참석도 환영합니다. 

 

이것은 접근성이 있는 시설입니다. 접근 가능한 양식의 문서, 통역 서비스, 보조 청취 장비 또는 

기타 편의 시설의 요청은 유권자 등록처에 미팅 5일 전에 408- 299-8683으로 전화하거나 

voterschoice@rov.sccgov.org로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시간 및 EAP에 대한 모든 곧 있을 공개 협의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ROV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sccvote.org/voters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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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유권자 선택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 관리 계획 초안 개발에 대한 협의 회의 
 

관심 있는 주민, 카운티의 힌디어 커뮤니티의 대표자, 지지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을 위한 회의 

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 등록국 (ROV)은 유권자 선택법 (VCA)과 관련하여 카운티의 임시 선거 

관리 계획 (EAP)의 개발에 대한 상담과 의견을 제공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을 초대합니다. 
 

VCA는 유권자들이 투표지를 어떻게, 언제, 어디에서 투표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선거 

모델을 도입합니다. 유권자들은 투표지에 우편 발송을 선택하거나, 보안 투표 드롭 박스 위치에 

가지고 가거나, 카운티 내 모든 투표 센터에서 직접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수령하는 즉시 우편 

발송 또는 드롭 박스에 드롭오프할 수 있으며 투표 센터에서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최대 10일까지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게 됩니다. 
 

EAP는 VCA 실행을 위한 공식적 계획입니다. ROV는 Santa Clara 카운티 주민들과 협력할 것이며 이 

새로운 선거 모델과 관련하여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을 듣고자 합니다. ROV는 모든 의견을 고려하기 

위해 대중들과 여러 번의 회의를 가질 것입니다. 이 회의는 일반 대중, 접근성 및 다양한 언어 

커뮤니티를 포함하여, Santa Clara 카운티 내 여러 커뮤니티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러한 회의에서 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ROV는 EAP의 초안 계획을 만들 것이며, 이는 

2019년 8월 30일 최종 공청회로 이어질 것이고, 그 이후 최종 계획은 Santa Clara 카운티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의견을 제공하고자 하는 모든 당사자들은 여러 번이 있을 저희의 회의에 참석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모임의 목적은 카운티의 초안 EAP 개발에 대한 공개 의견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회의 날짜: 2019년 7월 8일 

 

회의 시간: 7:30 PM - 9:00 PM 
 

위치: Indian 커뮤니티 센터 | 525 Los Coches St., Milpitas, CA 95035 (Gita & Ashok Vaish실) 
 

비고: 이 회의는 카운티의 주민, 대표자, 지지자 및 카운티의 힌디어 커뮤니티의 다른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참석도 환영합니다. 

 

이것은 접근성이 있는 시설입니다. 접근 가능한 양식의 문서, 통역 서비스, 보조 청취 장비 또는 

기타 편의 시설의 요청은 유권자 등록처에 미팅 5일 전에 408- 299-8683으로 전화하거나 

voterschoice@rov.sccgov.org로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시간 및 EAP에 대한 모든 곧 있을 공개 협의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ROV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sccvote.org/voters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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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유권자 선택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 관리 계획 초안 개발에 대한 협의 회의 
 

관심 있는 주민, 장애인 커뮤니티, 커뮤니티 조직과 및 장애인을 대신하거나 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을 위한 회의 

 

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 등록국 (ROV)은 유권자 선택법 (VCA)과 관련하여 카운티의 임시 선거 

관리 계획 (EAP)의 개발에 대한 상담과 의견을 제공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을 초대합니다. 
 

VCA는 유권자들이 투표지를 어떻게, 언제, 어디에서 투표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선거 

모델을 도입합니다. 유권자들은 투표지에 우편 발송을 선택하거나, 보안 투표 드롭 박스 위치에 

가지고 가거나, 카운티 내 모든 투표 센터에서 직접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수령하는 즉시 우편 

발송 또는 드롭 박스에 드롭오프할 수 있으며 투표 센터에서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최대 10일까지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게 됩니다. 
 

EAP는 VCA 실행을 위한 공식적 계획입니다. ROV는 Santa Clara 카운티 주민들과 협력할 것이며 이 

새로운 선거 모델과 관련하여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을 듣고자 합니다. ROV는 모든 의견을 고려하기 

위해 대중들과 여러 번의 회의를 가질 것입니다. 이 회의는 일반 대중, 접근성 및 다양한 언어 

커뮤니티를 포함하여, Santa Clara 카운티 내 여러 커뮤니티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러한 회의에서 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ROV는 EAP의 초안 계획을 만들 것이며, 이는 

2019년 8월 30일 최종 공청회로 이어질 것이고, 그 이후 최종 계획은 Santa Clara 카운티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의견을 제공하고자 하는 모든 당사자들은 여러 번이 있을 저희의 회의에 참석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모임의 목적은 카운티의 초안 EAP 개발에 대한 공개 의견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회의 날짜: 2019년 7월 10일 

 

회의 시간: 11:00 AM - 12:30 PM 
 

위치: Silicon Valley의 독립적인 생활 센터 | 25 N. 14th Street, 스위트 1000, San Jose, CA 95112 

 

이것은 접근성이 있는 시설입니다. 접근 가능한 양식의 문서, 통역 서비스, 보조 청취 장비 또는 

기타 편의 시설의 요청은 유권자 등록처에 미팅 5일 전에 408- 299-8683으로 전화하거나 

voterschoice@rov.sccgov.org로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시간 및 EAP에 대한 모든 곧 있을 공개 협의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ROV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sccvote.org/voters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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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유권자 선택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 관리 계획 초안 개발에 대한 협의 회의 
 

관심 있는 주민, 카운티의 일본어 커뮤니티의 대표자, 지지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을 위한 회의 

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 등록국 (ROV)은 유권자 선택법 (VCA)과 관련하여 카운티의 임시 선거 

관리 계획 (EAP)의 개발에 대한 상담과 의견을 제공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을 초대합니다. 
 

VCA는 유권자들이 투표지를 어떻게, 언제, 어디에서 투표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선거 

모델을 도입합니다. 유권자들은 투표지에 우편 발송을 선택하거나, 보안 투표 드롭 박스 위치에 

가지고 가거나, 카운티 내 모든 투표 센터에서 직접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수령하는 즉시 우편 

발송 또는 드롭 박스에 드롭오프할 수 있으며 투표 센터에서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최대 10일까지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게 됩니다. 
 

EAP는 VCA 실행을 위한 공식적 계획입니다. ROV는 Santa Clara 카운티 주민들과 협력할 것이며 이 

새로운 선거 모델과 관련하여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을 듣고자 합니다. ROV는 모든 의견을 고려하기 

위해 대중들과 여러 번의 회의를 가질 것입니다. 이 회의는 일반 대중, 접근성 및 다양한 언어 

커뮤니티를 포함하여, Santa Clara 카운티 내 여러 커뮤니티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러한 회의에서 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ROV는 EAP의 초안 계획을 만들 것이며, 이는 

2019년 8월 30일 최종 공청회로 이어질 것이고, 그 이후 최종 계획은 Santa Clara 카운티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의견을 제공하고자 하는 모든 당사자들은 여러 번이 있을 저희의 회의에 참석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모임의 목적은 카운티의 초안 EAP 개발에 대한 공개 의견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회의 날짜: 2019년 7월 11일 

 

회의 시간: 4:30 PM - 6:00 PM 
 

위치: Joyce Ellington 지점 도서관 (커뮤니티실) |491 E. Empire Street, San Jose, CA 95112 
 

비고: 이 회의는 카운티의 주민, 대표자, 지지자 및 카운티의 일본어 커뮤니티의 다른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참석도 환영합니다. 

 

이것은 접근성이 있는 시설입니다. 접근 가능한 양식의 문서, 통역 서비스, 보조 청취 장비 또는 

기타 편의 시설의 요청은 유권자 등록처에 미팅 5일 전에 408- 299-8683으로 전화하거나 

voterschoice@rov.sccgov.org로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시간 및 EAP에 대한 모든 곧 있을 공개 협의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ROV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sccvote.org/voters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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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유권자 선택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 관리 계획 초안 개발에 대한 협의 회의 
 

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 등록국 (ROV)은 유권자 선택법 (VCA)과 관련하여 카운티의 임시 선거 

관리 계획 (EAP)의 개발에 대한 상담과 의견을 제공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을 초대합니다.  
 

VCA는 유권자들이 투표지를 어떻게, 언제, 어디에서 투표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선거 

모델을 도입합니다. 유권자들은 투표지에 우편 발송을 선택하거나, 보안 투표 드롭 박스 위치에 

가지고 가거나, 카운티 내 모든 투표 센터에서 직접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수령하는 즉시 우편 

발송 또는 드롭 박스에 드롭오프할 수 있으며 투표 센터에서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최대 10 일까지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게 됩니다. 
 

EAP는 VCA 실행을 위한 공식적 계획입니다. ROV는 Santa Clara 카운티 주민들과 협력할 것이며 이 

새로운 선거 모델과 관련하여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을 듣고자 합니다. ROV는 모든 의견을 고려하기 

위해 대중들과 여러 번의 회의를 가질 것입니다. 이 회의는 일반 대중, 접근성 및 다양한 언어 

커뮤니티를 포함하여, Santa Clara 카운티 내 여러 커뮤니티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러한 회의에서 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ROV는 EAP의 초안 계획을 만들 것이며, 이는 

2019년 8월 30일 최종 공청회로 이어질 것이고, 그 이후 최종 계획은 Santa Clara 카운티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모임의 목적은 카운티의 초안 EAP 개발에 대한 공개 의견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의견을 

제공하고자 하는 모든 당사자들은 초안을 만들기 전 최종 회의에 참석할 것을 권장합니다. 
 

회의 날짜: 2019년 7월 13일 

 

회의 시간: 1:00 PM - 2:30 PM 

 

위치: 1555 Berger Drive, Bldg 2, San Jose, CA 95112 (강당) 

 

이것은 접근성이 있는 시설입니다. 접근 가능한 양식의 문서, 통역 서비스, 보조 청취 장비 또는 

기타 편의 시설의 요청은 유권자 등록처에 미팅 5일 전에 408- 299-8683으로 전화하거나 

voterschoice@rov.sccgov.org로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시간 및 EAP에 대한 모든 곧 있을 공개 협의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ROV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sccvote.org/voters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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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E 
C E N T E R S 
NE EDED !

We need your help 
for the elections of 
Mar c h  2 0 2 0  and 
November  2 020 !

Do you manage or know of any facilities?

• 60’ x  60’ (minimum 40’ x 40’)
• ADA accessible
• Available for:

4 
11 

If you do, please contact: 

days
days

Feb 29, 2020 - Mar 03, 2020

Feb 22, 2020 - Mar 03, 2020

and/or Oct 31, 2020 - Nov 03, 2020

and/or Oct 24, 2020 - Nov 03, 2020

amy.sun@rov.sccgov.org smita.shah@rov.sccgov.orgapril.bracamonte@rov.sccgov.org
408.282.3039 408.282.3199408.282.3068

Amy Sun Smita ShahApril Bracamo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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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e Center and Ballot Dropoff Location 

Selection Criteria Survey 

Santa Clara County Registrar of Voters’ Office would like to get your input in vote center and ballot dropoff location 

selection. 

Please rate the following factors by their importance to you, 1 as less important, and 5 as very important: 

Criteria 
Less 

Important 
Important 

Very 
Important 

Proximity to public transportation 1 2 3 4 5 

Proximity to low vote by mail usage communities 1 2 3 4 5 

Proximity to population centers 1 2 3 4 5 

Proximity to language minority communities 1 2 3 4 5 

Proximity to voters with disabilities 1 2 3 4 5 

Proximity to low rates of vehicle ownership 
communities 

1 2 3 4 5 

Proximity to low-income communities 1 2 3 4 5 

Proximity to low voter registration rate communities 1 2 3 4 5 

Proximity to geographically isolated populations, 
including Native American reservations 

1 2 3 4 5 

Accessible and free parking 1 2 3 4 5 

Distance and time to travel to vote center and ballot 
dropoff locations 

1 2 3 4 5 

The need for alternate methods for voters with 
disabilities for whom vote by mail ballots are not 
accessible 

1 2 3 4 5 

Traffic patterns near vote center and ballot dropoff 
locations 

1 2 3 4 5 

The need for mobile vote centers 1 2 3 4 5 

Other criteria (please specify)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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投票中心和官方選票投放箱地點

選擇標準民意調查
Santa Clara 縣選民登記處辦公室想獲得您對於投票中心和官方選票投放箱地點選擇的意見。

請依照下列因素對於您具有的重要性為其評分，1 表示不重要，5 表示非常重要：

標準 不重要 重要 非常重要

靠近公共交通運輸 1 2 3 4 5 

靠近郵寄投票使用率低的社區 1 2 3 4 5 

靠近人口聚居中心 1 2 3 4 5 

靠近少數民族語言社區 1 2 3 4 5 

靠近殘障選民 1 2 3 4 5 

靠近車輛擁有率低的社區 1 2 3 4 5 

靠近低收入社區 1 2 3 4 5 

靠近選民登記率低的社區 1 2 3 4 5 

靠近地理位置分離的人口聚居，包括美洲原住民保留
地 

1 2 3 4 5 

易抵達及免費停車 1 2 3 4 5 

前往投票中心和官方選票投放箱地點的距離和時間 1 2 3 4 5 

對改變無法使用郵寄投票選票之殘障選民投票方式的

需求 
1 2 3 4 5 

交通模式靠近投票中心和官方選票投放箱地點 1 2 3 4 5 

 對移動投票中心的需求 1 2 3 4 5 

其他標準（請說明）：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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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uesta sobre Criterios de Selección de Ubicaciones de 
Buzones Entrega de Boletas Oficiales y Centros de Votación 

La Oficina del Registro de Votantes del Condado de Santa Clara desea obtener su opinión sobre la selección 

de ubicaciones de los centros de votación y de los buzones de entrega de boletas oficiales. 

Por favor, califique los siguientes factores por su importancia para usted, 1 como menos importante, y 5 como 

muy importante: 

Criterios 
Menos 

importante 

 

Importante 

 

Muy 
importante 

Proximidad al transporte público 1 2 3 4 5 

Proximidad a comunidades de bajo uso de voto 
por correo 

1 2 3 4 5 

Proximidad a centros de alta población 1 2 3 4 5 

Proximidad a comunidades de minorías 
lingüísticas 

1 2 3 4 5 

Proximidad a votantes con discapacidades 1 2 3 4 5 

Proximidad a comunidades con bajas tasas de 
propietarios de vehículos 

1 2 3 4 5 

Proximidad a comunidades de bajos ingresos 1 2 3 4 5 

Proximidad a comunidades con bajas tasas de 
registros de votantes 

1 2 3 4 5 

Proximidad a poblaciones geográficamente 
aisladas, incluidas las reservas de Nativos 
Norteamericanos 

1 2 3 4 5 

Estacionamiento accesible y gratuito 1 2 3 4 5 

Distancia y tiempo para viajar al centro de 
votación y a las ubicaciones de buzones de 
entrega de boletas oficiales 

1 2 3 4 5 

La necesidad de métodos alternativos para los 
votantes con discapacidades, para quiénes las 
boletas por correo no son accesibles 

1 2 3 4 5 

Patrones de tráfico cerca de centros de 
votación y ubicaciones de los buzones de 
entrega de boletas oficiales 

1 2 3 4 5 

La necesidad de centros de votación móviles 1 2 3 4 5 

Otros criterios (por favor, especifiqu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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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ro ng Pagboto at Lokasyon ng Drop Box ng Opisyal na Balota  

Survey ng Pamantayan sa Pagpili 

Ang Opisina ng Tagapagrehistro ng mga Botante ng County ng Santa Clara ay gustong kunin ang inyong mungkahi sa pagpili ng 

sentro ng pagboto at lokasyon ng drop box ng opisyal na balota. 

Mangyaring markahan ang mga sumusunod na isinasaalang-alang batay sa kahalagahan ng mga ito sa iyo, ang 1 ay hindi gaanong 

mahalaga, at ang 5 ay napakahalaga: 

Pamantayan 
Hindi 

Gaanong 
Mahalaga 

 

Mahalaga 

 

Napakahalaga 

Lapit sa pampublikong transportasyon 1 2 3 4 5 

Lapit sa mga komunidad na mababa ang bilang ng mga 
gumagamit ng pagboto sa pamamagitan ng koreo 

1 2 3 4 5 

Lapit sa mga sentro ng populasyon 1 2 3 4 5 

Lapit sa mga komunidad na kabilang sa minorya ang wika 1 2 3 4 5 

Lapit sa mga botanteng may mga kapansanan 1 2 3 4 5 

Lapit sa mga komunidad na mababa ang bilang ng mga may-ari 
ng sasakyan 

1 2 3 4 5 

Lapit sa mga komunidad ng mga mababa ang kita 1 2 3 4 5 

Lapit sa mga komunidad na mababa ang bilang ng mga 
nakarehistrong botante 

1 2 3 4 5 

Lapit sa mga populasyong nakahiwalay sa karamihan, kabilang 
ang mga reserbasyon ng Katutubong Amerikano 

1 2 3 4 5 

Madaling magamit at libreng paradahan 1 2 3 4 5 

Distansiya at oras ng paglalakbay patungo sa sentro ng pagboto 
at mga lokasyon ng drop box ng opisyal na balota 

1 2 3 4 5 

Ang pangangailangan na mga alternatibong paraan para sa mga 
botanteng may mga kapansanan na hindi makakagamit ng mga 
balota ng pagboto sa pamamagitan ng koreo 

1 2 3 4 5 

Ang takbo ng trapiko sa malapit sa sentro ng pagboto at mga 
lokasyon ng drop box ng opisyal na balota 

1 2 3 4 5 

Ang pangangailangan ng mga naililipat na sentro ng pagboto 1 2 3 4 5 

Ibang mga pamantayan (mangyaring tukuyin)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1



Trung Tâm Bỏ Phiếu và Địa Điểm Thùng Nộp Lại Lá Phiếu
Khảo Sát Tiêu Chuẩn Lựa Chọn

Văn Phòng Bầu Cử Quận Santa Clara muốn xin ý kiến của quý vị về việc lựa chọn trung tâm bỏ phiếu và địa 
điểm thùng nộp lại lá phiếu.

Xin xếp hạng các yếu tố sau dựa trên tầm quan trọng tiêu chuẩn đối với quý vị, với 1 là rất ít quan trọng và 5

là rất quan trọng: 

Tiêu Chuẩn Quan 
Trọng 

Rất 
Quan 
Trọng 

Gần địa điểm giao thông công cộng 1 2 3 4 5 

Gần các cộng đồng có mức độ bầu bằng thư thấp 1 2 3 4 5 

Gần trung tâm dân cư 1 2 3 4 5 

Gần các cộng đồng ngôn ngữ thiểu số 1 2 3 4 5 

Gần các cử tri khuyết tật 1 2 3 4 5 

Gần các cộng đồng có tỷ lệ sở hữu phương tiện cá 
nhân thấp 

1 2 3 4 5 

Gần các cộng đồng có thu nhập thấp 1 2 3 4 5 

Gần các cộng đồng có tỷ lệ ghi danh cử tri thấp 1 2 3 4 5 

Gần các khu dân cư biệt lập về mặt địa lý, bao gồm 
các khu dành riêng cho người Mỹ Bản Địa 

1 2 3 4 5 

Dễ tiếp cận và có bãi đậu xe miễn phí 1 2 3 4 5 

Thời gian và khoảng cách tới các trung tâm bỏ 
phiếu và địa điểm thùng nộp lại lá phiếu

1 2 3 4 5 

Nhu cầu đối với phương pháp thay thế dành cho cử 
tri khuyết tật, những người không thể tiếp cận lá 
phiếu bầu bằng thư 

1 2 3 4 5 

Mô hình giao thông gần các trung tâm bỏ phiếu 
và địa điểm thùng nộp lại lá phiếu 1 2 3 4 5 

Nhu cầu đối với trung tâm bỏ phiếu di động 1 2 3 4 5 

Tiêu chuẩn khác (xin nêu rõ)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ất Ít
Quan 
Trọ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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មណ្ឌ លប ោះបនោ ត និងទីតាំងដាក់សនលឹកបនោ ត  
ការសទង់មតិអាំពីលកខខណ្ឌ វនិិច្ឆ័យននការប្រើសបរ ើស 

ការយិាល័យច្ ោះបញ្ជ ីប ោះបនោ តរបស់បោនធី Santa Clara ច្ង់ នការចូ្លរមួមតិរបស់បោកអោកច្ាំប ោះការប្រើសបរ ើសមណ្ឌ ល
ប ោះបនោ ត និងទីតាំងដាក់សនលឹកបនោ ត។ 
សូមដាក់ពិនទ កតា ោងប្កាមតមសារៈសាំោន់ដែលកតា ទាំងប ោះមានច្ាំប ោះអោក បលខ 1 មិនសូវសាំោន់ និងបលខ 5 សាំោន់ោល ាំង៖ 

លកខខណ្ឌ វនិិច្ឆ័យ 
មិនសូវ
សាំោន់ 

 

សាំោន់ 
 

សាំោន់ោល ាំង 

ទីតាំងបៅរិតបសវាែឹករញ្ជូ នសាធារណ្ៈ 1 2 3 4 5 

ទីតាំងបៅរិតសហគមន៍ដែលមានច្ាំនួនននការ
ប ោះបនោ តតមរយៈសាំប ្តទប 1 2 3 4 5 

ទីតាំងបៅរិតមរឈមណ្ឌ ល្បមូលផា ាំ្បជារន 1 2 3 4 5 

ទីតាំងបៅរិតសហគមន៍ភាសាភាគតិច្ 1 2 3 4 5 

ទីតាំងបៅរិតកដនលងស្មាប់អោកប ោះបនោ តដែលមានពិការភាព 1 2 3 4 5 

ទីតាំងបៅរិតសហគមន៍ដែលមានអ្តមាា ស់កមមសិទធិយានយនាក្មិត
ទប 1 2 3 4 5 

ទីតាំងបៅរិតសហគមន៍ដែលមាន្ ក់ច្ាំណូ្លទប 1 2 3 4 5 

ទីតាំងបៅរិតសហគមន៍ដែលមានអ្តច្ ោះប ម្ ោះប ោះបនោ តក្មិតទប 1 2 3 4 5 

ទីតាំងបៅរិតតាំបន់្បជារនរស់បៅកោ ងភូមិសាស្រសាដាច់្ស្សយាល រមួ
ទាំងតាំបន់អភិរកសរនជាតិបែើមអាបមរកិផងដែរ 1 2 3 4 5 

ទីតាំងអាច្បច្ញចូ្ល ន និងមានច្ាំណ្តឥតគិតនលល 1 2 3 4 5 

ច្មាា យនិងបពលបវោបធវើែាំបណ្ើ របៅមណ្ឌ លប ោះបនោ ត និងទីតាំងដាក់
សនលឹកបនោ ត 1 2 3 4 5 

ត្មូវការស្មាប់វធីិបផសងបទៀតស្មាប់អោកប ោះបនោ តដែលមានពិការភាព 
ដែលព ាំទទួល នរប្មើសននការប ោះបនោ តតមរយៈសាំប ្ត 1 2 3 4 5 

ទ្មង់ច្រាច្រណ៍្បៅដកែរមណ្ឌ លប ោះបនោ ត និងទីតាំងដាក់សនលឹកបនោ ត 1 2 3 4 5 

ត្មូវការមណ្ឌ លប ោះបនោ តច្ល័ត 1 2 3 4 5 

លកខខណ្ឌ វនិិច្ឆ័យបផសងបទៀត (សូមបញ្ជជ 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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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및 투표지 제출 장소  

선정 기준 설문 조사 

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 등록처에서는 투표소 및 투표지 제출 박스 위치 선정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대해 1~5 점으로 중요성을 평가해 주십시오(5 점: 가장 중요). 

기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함 
 

매우 

중요함 

대중 교통 인접성 1 2 3 4 5 

투표율이 낮은 우편 투표 커뮤니티를 위한 인접성 1 2 3 4 5 

주요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인접성 1 2 3 4 5 

소수 언어 커뮤니티에 대한 인접성 1 2 3 4 5 

장애 유권자들을 위한 인접성 1 2 3 4 5 

차량 소유 커뮤니티의 낮은 투표율을 고려한 인접성 1 2 3 4 5 

저소득 커뮤니티를 위한 접근성 1 2 3 4 5 

유권자 등록율이 낮은 커뮤니티를 위한 인접성 1 2 3 4 5 

북미 원주민 포함 원격지 커뮤니티를 고려한 인접성 1 2 3 4 5 

전반적 접근성 및 무료 주차 1 2 3 4 5 

투표소 및 투표지 제출소 이동 거리 및 소요시간 1 2 3 4 5 

우편 투표가 어려운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투표 

방식이 필요함 
1 2 3 4 5 

투표소 및 투표지 제출 시 인근 교통 현황 1 2 3 4 5 

모바일 투표 센터의 필요성 1 2 3 4 5 

 

기타 기준(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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मतदान केन्द्र और मतपत्र डालने का स्थान  

चयन के मानदंड का सरे्वक्षण 

Santa Clara काउंटी मतदाताओ ंके रजिस्ट्रार का कार्ाालर् मतदान कें द्र और मतपत्र ड्रॉप बॉक्स स्ट्थान के चर्न में आपका इनपटु 

प्राप्त करना चाहता है । 
कृपर्ा ननम्नललखित कारकों को उनके महत्व के अनसुार मलूर्ांककत करें, 1 को कम महत्वपरू्ा, और 5 को अत्र्ाधिक महत्वपरू्ा के 

रूप में: 

मापदंड 
कम 

महत्र्वपूणण 

 

महत्र्वपूणण 
 बेहद 

महत्र्वपूणण  

सावािननक पररवहन से ननकटता 1 2 3 4 5 

डाक उपर्ोगकताा समदुार्ों द्वारा कम मतदान करने के ललए 

ननकटता 
1 2 3 4 5 

िनसखं्र्ा कें द्रों से ननकटता 1 2 3 4 5 

भाषागत अलपसखं्र्क समदुार्ों से ननकटता 1 2 3 4 5 

ववकलांग मतदाताओं से ननकटता 1 2 3 4 5 

अपना वाहन रिन ेवाले समदुार्ों की कम दरों से ननकटता 1 2 3 4 5 

ननम्न-आर् वाले समदुार्ों से ननकटता 1 2 3 4 5 

मतदाता पिंीकरर् की कम दर वाले समदुार्ों से ननकटता 1 2 3 4 5 

देशी अमरेरकी आरक्षर्ों सहहत भौगोललक रूप से पथृक 

आबादी से ननकटता 
1 2 3 4 5 

सलुभ और मफु्त पाककिं ग 1 2 3 4 5 

मतदान कें द्र और मतपत्र डालने के स्ट्थानों की र्ात्रा करने के 

ललए दरूी और समर् 
1 2 3 4 5 

ववकलांग मतदाताओं के ललए वकैजलपक तरीकों की 
आवश्र्कता जिनके ललए डाक द्वारा मतदान की सवुविा 
उपलब्ि नहीं है 

1 2 3 4 5 

मतदान कें द्र और मतपत्र डालने के स्ट्थानों के पास र्ातार्ात 

पटैना 
1 2 3 4 5 

मोबाइल मतदान केन्द्द्रों की आवश्र्कता 1 2 3 4 5 

अन्द्य मापदंड (कृपया ननर्दणष्ट क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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投票センターの場所および投票用紙投函場所  

選考基準に関する調査 

Santa Clara郡有権者登録事務所では、投票センターと投票用紙投函箱の設置場所を選ぶにあたり、皆様のご意

見を招請しています。 

以下の要因を、それほど重要でない場合は 1、非常に重要な場合は 5として、あなたにとっての重要度によっ

て評価してください。 

基準 
それほど重

要でない 

 

重要である 

 

非常に重

要である 

公共交通機関に近いこと 1 2 3 4 5 

郵便投票の利用が少ないコミュニティに近いこと 1 2 3 4 5 

人口が集中する地域に近いこと 1 2 3 4 5 

言語マイノリティコミュニティに近いこと 1 2 3 4 5 

障害を持つ有権者たちに近いこと 1 2 3 4 5 

車両所有率の低いコミュニティに近いこと 1 2 3 4 5 

低所得者コミュニティに近いこと 1 2 3 4 5 

有権者登録率の低いコミュニティに近いこと 1 2 3 4 5 

ネイティブアメリカン居留地を含む、地理的に隔離

された人々の居住地に近いこと 
1 2 3 4 5 

障害者も利用できる無料の駐車場 1 2 3 4 5 

投票センターおよび投票用紙投函場所までの距離と

かかる時間 
1 2 3 4 5 

郵便投票用投票用紙を使うことができない障害を持

つ有権者のための代替方法の必要性 
1 2 3 4 5 

投票センターおよび投票用紙投函場所付近の交通パ

ターン 
1 2 3 4 5 

移動式投票センターの必要性 1 2 3 4 5 

 

その他の基準（具体的に明記してくださ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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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a Clara County  
Election Administration Plan 
Feedback Form 

Contact Information 
Name Email 

Committee/ 
Organization 

Telephone 

Demographic Information 
Age Group (Choose one) 

☐ 45-54☐ 18-24
☐ 55-64

☐ 25-34
☐ 65-74

☐ 35-44
☐ 75+

Preferred Language (Choose one) 

☐ Chinese (Mandarin)     ☐ English

☐ Japanese

☐ Punjabi

☐ Tamil

☐ Khmer

☐ Russian

☐ Telugu

☐ Farsi

☐ Korean

☐ Spanish

☐ Thai

☐ Gujarati

☐ Nepali

☐ Syriac

☐ Vietnamese

☐ Cantonese

☐ Hindi

☐ Portuguese

☐ Tagalog

☐ Other:

Accessibility 
Do you have any accessibility concerns? 

Comments: 

Mail to: Registrar of Voters Office, ATTN: EAP, 1555 Berger Dr, Building 2, San Jose, CA 95112 
Email to: voterschoice@rov.sccgo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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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a Clara 縣
選舉管理規劃回饋表

聯絡資訊
姓名 電郵

委員會/組織 電話號碼

人口統計資訊
年齡層（選擇一個）

☐ 45-54☐ 18-24
☐ 55-64

☐ 25-34
☐ 65-74

首選語言（選擇一個）
☐中文（普通話） ☐ 英文

☐日文

☐旁庶普文

☐泰米爾文

☐高棉文

☐俄文

☐泰盧固文

☐ 35-44
☐ 75+

☐波斯文

☐韓文

☐西班牙文

☐泰文

☐古吉拉特文

☐尼泊爾文

☐敘利亞文

☐越南文

☐粵語

☐印度文

☐葡萄牙文

☐菲律賓文

☐其他：

無障礙使用
您有任何無障礙使用需求嗎？
 

意見：

郵寄至：Registrar of Voters Office, ATTN: EAP, 1555 Berger Dr, Building 2, San Jose, CA 95112
傳送電郵至：voterschoice@rov.sccgo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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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ado de Santa Clara
Formulario de Comentarios sobre el 
Plan de Administración Electoral

Información de Contacto
Nombre Correo 

Electrónico 
Comité/ 
Organización 

Teléfono 

Información Demográfica
Grupo Etario (Elija uno)

☐ 45-54☐ 18-24
☐ 55-64

☐ 25-34
☐ 65-74

☐ 35-44
☐ 75+

Idioma Preferido (Elija uno) 

☐ Chino (mandarín) ☐ Inglés

☐ Japonés

☐ Punyabí

☐ Tamil

☐ Camboyano

☐ Ruso

☐ Télugu

☐ Persa

☐ Coreano

☐ Español

☐ Tailandés

☐ Gujarati

☐ Nepalí

☐ Syríaco

☐ Vietnamita

☐ Cantonés

☐ Hindi

☐ Portugués

☐ Tagalo

☐ Otro:

Accesibilidad
¿Tiene alguna inquietud sobre la 
accesibilidad? 

Comentarios: 

Correo postal a: Registrar of Voters Office, ATTN: EAP, 1555 Berger Dr., Building 2, San Jose, CA 95112 
Correo electrónico a: voterschoice@rov.sccgo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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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y ng Santa Clara 
Form para sa Komento sa Plano 
sa Pangangasiwa ng Halalan

Impormasyon sa Pakikipag-ugnayan
Pangalan Email 

Komite /
Organisasyon 

Telepono 

Demograpikong Impormasyon
Grupo ng Edad(Pumili ng isa) 

☐ 45-54☐ 18-24
☐ 55-64

☐ 25-34
☐ 65-74

☐ 35-44
☐ 75+

Mas Pinipiling Wika (Pumili ng isa)

☐ Chinese (Mandarin)     ☐ English

☐ Japanese

☐ Punjabi

☐ Tamil

☐ Khmer

☐ Russian

☐ Telugu

☐ Farsi

☐ Korean

☐ Spanish

☐ Thai

☐ Gujarati

☐ Nepali

☐ Syriac

☐ Vietnamese

☐ Cantonese

☐ Hindi

☐ Portuguese

☐ Tagalog

☐ Iba pa:

Accessibility 
Mayroon ka bang anumang problema 
sa accessibility? 

Mga Komento:

Ipadala sa : Registrar of Voters Office, ATTN: EAP, 1555 Berger Dr., Building 2, San Jose, CA 95112 
Mag-email sa: voterschoice@rov.sccgo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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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ận Santa Clara  
Đơn Hồi Đáp Kế Hoạch Điều 
Hành Bầu Cử 

Chi Tiết Liên Lạc
Tên Email 

Ủy Ban/
Tổ Chức

Số Điện 
Thoại

Chi Tiết Nhân Khẩu
Nhóm Tuổi (Chọn một) 

☐ 45-54☐ 18-24
☐ 55-64

☐ 25-34
☐ 65-74

☐ 35-44
☐ 75+

Ngôn Ngữ Chọn (Chọn một) 

☐ Chinese (Mandarin)     ☐ English

☐ Japanese

☐ Punjabi

☐ Tamil

☐ Khmer

☐ Russian

☐ Telugu

☐ Farsi

☐ Korean

☐ Spanish

☐ Thai

☐ Gujarati

☐ Nepali

☐ Syriac

☐ Vietnamese

☐ Cantonese

☐ Hindi

☐ Portuguese

☐ Tagalog

☐ Other:

Quyền Tiếp Cận
Quý vị có mối quan ngại nào về quyền 
tiếp cận không?

Nhận Xét: 

Gửi thư đến: Registrar of Voters Office, ATTN: EAP, 1555 Berger Dr., Building 2, San Jose, CA 95112 
Email: voterschoice@rov.sccgo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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ផ្ញើរសំបុត្រផៅកាន់ ៖ Registrar of Voters Office, ATTN: EAP, 1555 Berger Dr, San Jose, CA 95112 

ផ្ញើរអុ៊ីមែលផៅកាន់ ៖ voterschoice@rov.sccgov.org 

ផោនធ៊ី Santa Clara  

មបបបទសទង់ែរិននម្នការរដ្ឋបាលផបាោះផនោ រ 
 

ព័រ៌មានទំនាក់ទំនង  

ផ ម្ ោះ   អុ៊ីមែល  

គណៈកែមការ/ស្ថា ប័ន   ទូរស័ពទ  

ព័រ៌មានត្បជាស្ថស្រសត 
ត្កុែអាយុ (ផត្រើសផរ ើសយកែួយ) 

☐ 18-24 ☐ 25-34 ☐ 35-44 ☐ 45-54 
    

☐ 55-64 ☐ 65-74 ☐ 75+  

 

ផត្រើសផរ ើសភាស្ថ (ផត្រើសផរ ើសយកែួយ) 
☐ ចិនកាតំង ☐ ចិនកុកងឺ ☐ អង់ផគេស ☐ ហ្វា រសុ៊ី ☐ គុររារ៊ី 
     

☐ ហិណឌូ  ☐ រប ុន ☐ មមមរ ☐ កូផរ   ☐ ផនបា ល់ 
     

☐ ព័រទុយហ្វា ល់ ☐ បញ្ច ព៊ី ☐ រសុ្ុ៊ី ☐ ផអសប ញ ☐ សុ៊ីរ ៊ី 
     

☐ តហ្វា ឡុក ☐ តែិល ☐ ផរលុគុ ☐ នៃ ☐ ផ ៀរណាែ 
     

☐ ផ្្ងៗ៖     

 

លទធភាពផចញចូល    

ផរើផោកអោកមានកត៊ីបារែភទាក់ទងនឹងលទធភាពផចញចូល មដ្រឬផទ?   

ែរិផោប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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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a Clara 카운티  
선거 행정 계획 피드백 양식 

 

연락처 정보 
이름   이메일  

위원회/조직   전화번호  

 

인구통계학 정보 
연령 집단 (한 개만 선택) 

☐ 18-24 ☐ 25-34 ☐ 35-44 ☐ 45-54 
    

☐ 55-64 ☐ 65-74 ☐ 75+  
 

선호 언어 (한 개만 선택) 

☐ 광동어 ☐ 중국어 (북경어) ☐ 영어 ☐ 페르시아어 ☐ 구자라트어 
     

☐ 힌디어 ☐ 일본어 ☐ 크메르어 ☐ 한국어 ☐ 네팔어 
     

☐ 포르투칼어 ☐ 펀자브어 ☐ 러시아어 ☐ 스페인어 ☐ 시리아어 
     

☐ 타갈로그어 ☐ 타밀어 ☐ 텔루구어 ☐ 태국어 ☐ 베트남어 
     

☐ 기타:     

 

접근성   
접근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십니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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यहा ँभेज�: Registrar of Voters Office, ATTN: EAP, 1555 Berger Dr, San Jose, CA 95112 
ईमेल कर�: voterschoice@rov.sccgov.org 

Santa Clara काउंट�  
चनुाव प्रशास�नक योजना प्र�त�क्रया फ़ॉमर्  

 

संपकर्  जानकार� 
नाम   ईमेल  

स�म�त/संगठन   टेल�फ़ोन  

 

जनसांिख्यक�य जानकार� 
आय ुसमूह (एक का चयन कर�) 

☐ 18-24 ☐ 25-34 ☐ 35-44 ☐ 45-54 
    

☐ 55-64 ☐ 65-74 ☐ 75+  
 

पसंद�दा भाषा (एक का चयन कर�) 
☐ क� टोनीज ☐ चीनी (मंदा�रन) ☐ अंगे्रजी ☐ फ़ारसी ☐ गुजराती 
     

☐ �हन्द� ☐ जापानी ☐ खमेर ☐ को�रयाई ☐ नेपाल� 
     

☐ पुतर्गाल� ☐ पंजाबी ☐ रूसी ☐ स्पै�नश ☐ �स�रयाक 
     

☐ तागालोग ☐ त�मल ☐ तेलुग ू ☐ थाई ☐ �वयतनामी 
     

☐ अन्य:     
 

पहँुच-�मता   
क्या पहँुच से संबं�धत आपक� कोई �चतंाएं ह�?   

 

�टप्प�ण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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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a Clara 郡  
選挙管理計画アンケート記入用紙 

 

連絡先 
氏名   電子メール  

委員会/組織   電話  

 

人口統計情報 
年齢層(ひとつ選んでください) 

☐ 18 歳-24 歳 ☐ 25 歳-34 歳 ☐ 35 歳-44 歳 ☐ 45 歳-54 歳 
    

☐ 55 歳-64 歳 ☐ 65 歳-74 歳 ☐ 75 歳以上  
 

希望する言語(ひとつ選んでください) 

☐ 広東語 ☐ 中国語（標準中国語） ☐ 英語 ☐ ペルシャ語 ☐ グジャラート語 
     

☐ ヒンディー語 ☐ 日本語 ☐ クメール語 ☐ 韓国語 ☐ ネパール語 
     

☐ ポルトガル語 ☐ パンジャブ語 ☐ ロシア語 ☐ スペイン語 ☐ シリア語 
     

☐ タガログ語 ☐ タミル語 ☐ テルグ語 ☐ タイ語 ☐ ベトナム語 
     

☐ その他:     

 

施設のバリアフリー環境   
施設のバリアフリー環境に関する心配がありますか？   

 

コメン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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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 Card
choose your area of interest:

Language Accessibility Advisory Committee

Voting Accessibility Advisory Committee

Voter Education & Outreach Coalition

For more information or to apply via email: voterschoice@rov.sccgov.org

representatives of language minority communities
to advise on diversity issues and review translations

voters with disabilities to advise on accessibility
issues and suggest vote center locations

community leaders to maximize voter
engagement efforts and amplify mess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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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 Card
your information:

For more information or to apply via email: voterschoice@rov.sccgov.org

name:

phone #:

email:

organization:

title/position:

reach/services provided:

 

note/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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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注卡 

選擇您想參與的領域： 

無障礙語言諮詢委員會 
由少數族裔語言社區的代表組成，就多元化問題
提供建議，並審核譯文 

無障礙投票諮詢委員會 
由殘障選民組成，就無障礙通行問題提供建議，
並提議投票中心的地點 

選民教育和推廣聯盟 
由社區領袖組成，旨在最大程度提升選民參與，
並廣泛傳達訊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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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注卡 
您的資料： 

姓名： 

電話號碼： 

電子郵件： 

所在組織： 

職稱/職務： 

從事的工作/服務： 

附註/建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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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desea obtener más información o presentar una solicitud a través 
de correo electrónico: voterschoice@rov.sccgov.org 

Tarjeta de Interés 
elija su área de interés: 

Comité Asesor de Accesibilidad del Idioma 
representantes de las comunidades de minorías lingüísticas para 
asesorar sobre asuntos de diversidad y revisar traducciones 

Comité Asesor de Accesibilidad al Voto 
votantes con discapacidades para asesorar sobre los 
problemas de accesibilidad y sugerir ubicaciones de centros 
de votación 

Coalición de Alcance y Educación para Votantes 
líderes comunitarios para maximizar los esfuerzos de 
participación de los votantes y ampliar la mensajerí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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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desea obtener más información o presentar una solicitud a través  
de correo electrónico: voterschoice@rov.sccgov.org 

 

Tarjeta de Interés 
su información: 
nombre:  

número de teléfono:   

correo electrónico:  

organización:  

título/puesto:  

alcance/servicios proporcionados:   
 

nota/sugerenc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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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d ng Interes 
piliin ang iyong lugar ng interes: 

Komite sa Pagpapayo sa Paggamit ng Wika 
ang mga kinatawan ng minoryang wika sa mga komunidad na magpapayo 
tungkol sa mga isyu ng pagkakaiba-iba at suriin ang mga pagsasalin 

Komite sa Pagpapayo sa Kakayahan sa Pagboto 
ang mga botanteng may mga kapansanan na magpapayo tungkol sa mga 
isyu ng accessibility at magmungkahi ng mga lokasyon ng sentro ng 
pagboto 

Koalisyon para sa Edukasyon at Pakikipag-ugnayan sa 
Botante 
ang mga lider ng komunidad ay palalawigin ang pagsisikap para 
makilahok ang botante at palawakin ang pagmensa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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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d ng Interes 
iyong impormasyon: 
pangalan: 

numero ng telepono: 

email: 

organisasyon: 

titulo/katungkulan: 

naaabot/mga serbisyong ipinagkakaloob: 

tala/mga mungka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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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ẻ Tham Gia
chọn lĩnh vực quý vị muốn tham gia:

Ủy Ban Cố Vấn Tiếp Cận Ngôn Ngữ 

các đại diện của những cộng đồng ngôn ngữ thiểu số đưa ra ý 
kiến về những vấn đề đa dạng và xem lại các bản dịch 

Ủy Ban Cố Vấn Tiếp Cận Bầu Cử 
cử tri khuyết tật đưa ra ý kiến về các vấn đề liên quan đến 

khả năng tiếp cận bầu cử và đề nghị các địa điểm trung 

tâm bầu cử 

Liên Minh Tiếp Cận và Giáo Dục Cử Tri 

các lãnh đạo cộng đồng tối đa hóa những nỗ lực tham gia 

của cử tri và truyền bá các thông bá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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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ẻ Tham Gia
chi tiết của quý vị:

tên: 

số điện thoại: 

email: 

tổ chức: 

chức vụ/địa vị:

kết nối/dịch vụ cung cấp: 

lưu ý/đề   ngh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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ប័ណ� ចំ�ប់�រម�ណ៍ 
េ្រជើសេរ �សែផ�កែដលអ�ក�ប់�រម�ណ៍៖ 

គណៈកម��រផ�លឱ់�ទេលើលទ��ពៃន�រទទួល�នេស��� 

តំ�ង��មកពសីហគមន�៍��គតិច េធ� ើ�រផ�លឱ់�ទចំេ�ះប��

ពិពធិ�ព នងិ�រ្រត�តពិនតិ្យេឡើង វ �ញេលើ�របកែ្រប 

 
គណៈកម��រផ�លឱ់�ទេលើលទ��ពៃន�រេចញចូលកែន�ងេ�ះ
េ�� ត 

អ�កេ�ះេ�� តែដល�នពិ�រ�ព ផ�ល់ឱ�ទេលើប�� លទ��ពៃន�រ�ចេចញ

ចូល�ន នងិេលើក�េ�បល់អពំីទី�ងំមណ� លេ�ះេ�� ត 

 
�រអបរ់�អ�កេ�ះេ�� ត និងសម�ន័�អ�កផ្សព�ផ�យ 

�� កដឹ់ក�េំ��មសហគមន ៍បេង� ើនកិច�ខិតខំ្របឹងែ្របង�អតិបរ�

េដើម្បចូីលរមួក� �ង�រេ�ះេ�� ត និងេដើម្បបីេង� ើន�រេផ�ើ�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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ប័ណ� ចំ�ប់�រម�ណ៍ 
ព័ត៌�នរបស់អ�ក៖ 

េ�� ះ៖  

េលខទូរសព�៖  

អីុែម៉ល៖  

�� ប័ន៖  

តួ�ទី/មុខតំែណង៖  

�រផ្សព�ផ�យ/េស�កម�ផ�ល់ជូនេ�យ៖  
 

ចំ�/ំេ�បល់េស� ើ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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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자세한 정보를 보거나 이메일로 지원하려면: voterschoice@rov.sccgov.org 

 

관심 카드 
여러분의 관심 분야를 선택하십시오: 

언어지원 자문위원회 
다양성 문제에 대해 조언하고 번역을 검토하기 위한 언어 

소수민족 커뮤니티의 대표 

 

투표지원 자문위원회 
접근성 문제에 대해 조언하고 투표 센터 위치를 

제안하기 위한 장애인 유권자 

 

유권자 교육 및 지원활동 연합 
유권자 참여 노력을 극대화하고 메시지를 

확대하기 위한 커뮤니티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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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자세한 정보를 보거나 이메일로 지원하려면: voterschoice@rov.sccgov.org 

 

관심 카드 
귀하의 정보: 
성명:  

전화 #:  

이메일:  

단체:  

직함/직위:  

영역/제공 서비스:  
 

참고/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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रु�च का काडर् 
अपनी रु�च का �ेत्र चुन�: 

भाषा सुगम्यता सलाहकार स�म�त 
�व�वधता के मदु्द� पर सलाह देने और अनवुाद� क� समी�ा करने के 

�लए भाषा अल्पसखं्यक समदुाय� के प्र�त�न�ध 
 

वो�टगं एक्से�स�ब�लट� एडवाइजर� कमेट� 
सुगम्यता के मुद्द� पर सलाह देने और मतदान क� द्र के स्थान� 
के बारे म� सुझाव देने के �लए �वकलांग मतदाता 

 

मतदाता �श�ा एवं आउटर�च गठबंधन 
मतदाता सहभा�गता के प्रयास� को अ�धकतम बनाने और 

मैसेिजंग को बढ़ाने के �लए समुदाय के ने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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रु�च का काडर् 
आपक� जानकार�: 
नाम:  

फोन #:  

ई-मेल  

संगठन:   

शीषर्क/पद:  

पहँुच/प्रदान क� जाने वाल� सेवाएँ:  
 

ध्यान द�/सुझा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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関心事記入カード 
関心のある項目を選択してください。 

言語バリアフリー環境諮問委員会 
多様性の問題について助言し、翻訳文をチェックする、言語マイ
ノリティコミュニティの代表者 

 

投票バリアフリー環境諮問委員会 
バリアフリー環境の問題について助言し、投票センターの場所を
提案する、障害を持つ有権者 

 

有権者教育とアウトリーチ連合 
有権者参加に向けた取り組みを最大限に拡大し、呼びかけを強
化するコミュニティリーダ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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関心事記入カード 
あなたの情報： 
名前：  
電話番号：  
電子メール：  
組織：  
役職/職位：  
これまで提供した技能/サービス：  

 

特記/提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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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與方法 

無障礙語言諮詢委員會 

無障礙投票諮詢委員會 

選民教育和推廣聯盟 

為選舉管理計劃提供意見 

確認投票中心的潛在地點 

聯絡 voterschoice@rov.sccgo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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郵寄投票 
 

郵資已付的 

信封 
 

 

官方選票 

投放箱 
 

任何投票 

中心  

於投票中心提供的服務 

最多可開放 

11天
新增並設立更多 

無障礙 
投票設備 

當天 
投票和有條件 

登記 

選擇您的投票方式 

 親臨投票 
交還VBM選票的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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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S DE PARTICIPAR 
Comité Asesor de Accesibilidad del Idioma 
Comité Asesor de Accesibilidad al Voto 
Coalición de Alcance y Educación para Votantes 
Ofrecer aportes al Plan de Administración Electoral 
Identificar posibles Centros de Votación 

Comuníquese con voterschoice@rov.sccgo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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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O POR CORREO 
 

 
SOBRE CON 
FRANQUEO PAGADO 

 

 

 

BUZÓN DE ENTREGA 
PARA BOLETAS 
OFICIALES 

 
 

CUALQUIER 
CENTRO 
DE VOTACIÓN 

 

Servicios Proporcionados en 
los Centros de Votación 

11 DÍAS 
EQUIPOS DE VOTACIÓN 
NUEVOS Y MÁS 

REGISTRO 

ELIJA CÓMO VOTAR 

VOTO EN PERSONA 

ABIERTO HASTA POR 

ACCESIBLES 

CONDICIONAL Y VOTACIÓN 
EN EL MISMO DÍA 

Formas de Devolución de su  
Boleta de Voto Por Corr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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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A PARAAN UPANG LUMAHOK 
Tagapayong Komite ng Accessibility sa Wika 

Tagapayong Komite ng Accessibility sa Pagboto 

Koalisyon para sa Edukasyon at Pakikipag-ugnayan sa Botante 

Nagbibigay ng mungkahi para sa Plano sa Pangangasiwa ng Halalan 

Tumutukoy sa posibleng Mga Sentro ng Pagboto 

Kontakin ang voterschoice@rov.sccgo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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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BOTO SA 
PAMAMAGITAN NG KOREO 

 
 

BAYAD NA ANG SELYO 
SOBRE 

 

 
OPISYAL NA BALOTA 

KAHONG 
HULUGAN 

 
ALINMANG 
SENTRO NG 
PAGBOTO 

 

Mga Serbisyong Ipinagkakaloob sa  
Mga Sentro ng Pagboto 

PILIIN KUNG PAANO BOBOTO 
BUMOTO NANG  

PERSONAL 
Mga Paraan Upang Ibalik ang 

Iyong Balota ng VBM 

11 ARAW 
BAGO AT MAS 

KAPAREHONG ARAW 
NA PAGBOTO 

BUKAS HANGGANG 

MADALING MAGAMIT 
NA KAGAMITAN SA PAGBOTO 

AT MAY-KONDISYONG 
PAGPAPAREHI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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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ÁCH THAM GIA 
Ủy Ban Cố Vấn Tiếp Cận Ngôn Ngữ 

Ủy Ban Cố Vấn Tiếp Cận Bầu Cử 

Liên Minh Tiếp Cận và Giáo Dục Cử Tri 

Cung cấp ý kiến cho Kế Hoạch Điều Hành Bầu Cử 

Xác định các Trung Tâm Bầu Cử tiềm năng 

Liên hệ voterschoice@rov.sccgo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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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ẦU BẰNG THƯ 

ĐÃ TRẢ BƯU PHÍ 
PHONG BÌ 

LÁ PHIẾU CHÍNH THỨC 

THÙNG NỘP 

BẤT KỲ 
TRUNG TÂM 
BẦU CỬ NÀO 

Các Dịch Vụ Được Cung Cấp Tại 
Trung Tâm Bầu Cử 

CHỌN CÁCH BẦU CỬ CỦA QUÝ VỊ 

ĐÍCH THÂN BỎ PHIẾU 
Cách Nộp Lại Lá Phiếu Bầu Bằng Thư

MỞ CỬA LÊN ĐẾN

11 NGÀY 
THIẾT BỊ BẦU CỬ 
MỚI & DỄ TIẾP 
CẬN HƠN 

BẦU CỬ 
CÙNG NGÀY & GHI DANH 
CÓ ĐIỀU KIỆ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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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J – EAP 상담 회의 의제 및 의사록 

County of Santa Clara

 

 

 

EAP 발전 공개 협의 회의 

의제 

 

I. 소개 

 

II. 유권자 선택법 개요 

유권자 선택법(VCA)을 통해 유권자들은 이제 투표할 수 있는 방법, 시기,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우편 투표, 드롭 박스 투표 또는 11일 내 투표 센터에서 직접 투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III. 선거 관리 계획의 목표 

선거 관리 계획은 유권자 등록국(ROV)이 어떻게 VCA와 관련된 변화를 시행하고 지역사회의 의견에 따라 

발전할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IV. 투표 센터/드롭 박스 선정 

ROV는 카운티가 투표 센터와 드롭 박스 후보지를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투표 센터는 접근성이 좋아야 하며 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V. 언어 접근성 

ROV는 모든 유권자가 투표 절차를 이해하고 동등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으로 언어 

접근성을 제공하고 카운티를 지원하고자 공개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과거에 부당한 대우를 

받은 언어 커뮤니티를 위한 제안 및 이중 언어 선거 공무원 모집에 대한 제안 등이 있습니다. 

 

VI. 투표 접근성 

ROV는 모든 유권자가 투표 절차를 이해하고 동등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으로 고령자 

및 장애 유권자에게 접근성을 제공하고 카운티를 지원하고자 공개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VII. 관련 지원 

ROV는 카운티 유권자들에게 최상의 지원을 제공하고 VCA로 인한 선거 제도의 변화에 대해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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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a Clara 카운티 선거 관리국 

선거 관리 계획(EAP) 
일반 상담 회의록 

Santa Clara County Social Services  
379 Tomkins Ct., Gilroy, CA 

Room 116 

2019년 6월 12일 수요일 

오후 2:00 ~ 3:30 
 

회의 참가자:  

Gilroy 부 시 서기관, Gilroy 시 서기관, Sunnyvale 시 서기관, 아태인공공관계(APAPA) 회원 

참석 직원:  

Shannon Bushey, Vanessa Hamm, Shelby Galaviz, Andrea Solorio, Magdalena Sta Maria, Priscilla Favela, 

Janora Davis, Mike Fong, Adrian Garcia, Bob Nguyen, Aaron Wong, Alfred Gonzales, Liz Oviedo, Eric 

Kurhi, Chipo Mulenga, Rachel Jung, Paulo Chen, Linh Nguyen, Patricia Lopez, Michael Borja, Darren Tan, 

Gerardo Aldana, Robert Wiedlin, April Bracamonte, Iliena Hernandez  

실행 항목: 

• 참석자들에게 VCA 엽서 보내기: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자체 회의 홍보를 할 수 있는 전자 

버전 및 하드 카피(번역본 받음)(대중이 ROV 회의에 올 수 없을 때) 

• 지역사회를 위한 간단한 동영상 또는 PSA(소식지 및 기타 홍보 기회 포함), P&P가 제시한 

짧은 비디오도 가능 

I. 소개  

참석자 환영 

II.유권자 선택법개요  

유권자 선택법(VCA)을 통해 이제 유권자들은 투표 방법, 시기,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우편 투표, 드롭 박스 투표 또는 11일 내 투표 센터에서 직접 투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VCA 개요 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III. 선거 관리 계획의 목표  

선거 관리 계획은 선거 관리국(ROV)이 어떻게 VCA와 관련된 변화를 시행하고 지역사회의 

의견에 따라 발전할 것인지 설명합니다. 

날짜, 자원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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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투표 센터/드롭 박스 선정  

ROV는 카운티가 투표 센터와 드롭박스 후보지를 선정하는 데 유용한 유권자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투표 센터는 접근성이 좋아야 하며 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권자 의견/질문: 

1. 참석자: 투표 센터 기준(1/10K 대 1/50K)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습니다. 

a. ROV 직원: VCA는 유권자 5만명 당 및 1만명 당 필요한 투표 센터 수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가집니다. 선거 10일 전, 유권자 5만명 당 1개 투표 센터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선거 3일 전, 유권자 1만명 당 1개 투표 센터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ROV가 투표 센터 설치/철거 계획하려면 며칠이 소요되므로, 최대 총 15일 예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b. ROV 직원: “메가 투표 센터”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투표 센터는 크기와 위치가 다를 

수 있겠지만, 메인 ROV 오피스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잠정 

투표, 조건부 유권자 등록(CVR), 대체 투표, 요구 시 투표의 경우를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c. ROV 직원: ROV는 시설과 함께 잠재적인 투표 센터로서 시설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을 조사 중입니다.  

i. ROV 직원: ROV의 선거구 운영 부서(POD)가 투표 센터를 선정하는 데 사용하는 

VCA의 필수 기준 14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무료 공용 주차장 면적, 

다양한 지역사회와의 근접성, 대중 교통과의 근접성, 장애인 유권자들에 대한 

접근성/근접성을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VCA 요건은 

아니지만, 많은 출구, 이상적인 최소 크기 60’ X 60’, 보안 등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몇 가지 기준도 있습니다.  

ii. ROV 직원: ROV는 투표 센터 위치 검색에 도움이 될 시 서기 및 시 

행정관리관에게 이메일을 보내 연락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 센터, 

공원 및 오락 시설 또는 그 밖의 제안 장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d. 참석자: Gilroy에는 투표 센터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비공식적인 인터페이스 

협의회(교회 및 기타 기관들로 구성됨)가 있습니다. 

i. ROV 직원: ROV는 이러한 단체와 소통하며 우리의 계획과 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VCA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 주민들을 

교육할 수 있게 되어 굉장히 기쁩니다. 

e. ROV 직원: Gilroy에 있는 윌리 문화 센터와 같이 ROV가 과거에 사용했던 일부 시설은 

이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더 큰 공간이나 친교의 공간이 있는 교회와 같이, 과거에 

사용했던 기타 시설을 여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f. ROV 직원: 지역사회 센터와 같은 장소는 우리가 그 곳을 이용하는 동안에도 식사 

프로그램, 방과후 프로그램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장소로서는 기간(10일)이 쉽지 않습니다. 장기 임대료가 높은 

경우가 종종 높으며, 이 경우 ROV에도 부담이 됩니다. ROV 직원: 또한 VCA는 10일 

예약을 지원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한 옵션으로 4일 투표 센터를 요청합니다. 

g. ROV 직원: ROV는 이러한 방식이 우리가 유권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회일 뿐만 아니라, 지역 조직도 그들의 지역사회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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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합니다. 일종의 “투표 센터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투표 센터에서 지역 

유권자들과도 함께 하며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참석자: 우리 시에 필요한 투표 센터는 몇 개입니까? 

a. ROV 직원: 투표 센터 요건은 50K 및 10K 요건 외에도, 인구 밀도와 대중 교통의 

접근성과 같은 많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b. 참석자: 지역사회 스케줄에서 희생해야 하는 시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i. ROV 직원: 잠재적으로 지역사회 센터나 기타 지역사회 중심 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최대 10일 간 공공 수업이나 회의를 취소하는 것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ROV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조직(CBO)을 살펴보고 이들이 VCA의 

요건에 영향을 덜 받을 건물을 해당 카운티에 빌려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c. 참석자: 도서관, 학교, 또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모든 시에는 이러한 종류의 장소가 

있지 않나요? 

i. ROV 직원: ROV는 과거에 도서관, 교회 및 학교를 사용했지만, VCA를 

시행하기에는 새로운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ROV는 이러한 종류의 

시설에 접근할 때 다목적실이 제공됩니다. 다목적실은 다양한 활동, 식사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정을 하루만 중단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VCA로 인해 최대 10-15일(설치 및 철거 포함) 동안 영향을 받게 

된다면, 공간을 제공하는 데 더 주저하게 됩니다. 장소에 대한 우려는 

안전(학교에서는 공공 접근성이 있음, 특히 장기간의 경우 개방 캠퍼스), 

프로그램, 비용, 개방/폐쇄 시간 충돌 등, 열기/닫기 시간 충돌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투표 센터를 세우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지만 ROV는 

옵션을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d. 참석자: 새로운 투표 센터 위치를 홍보하며 이전 투표 장소와의 비교로 우려가 

있습니다.  

i. 참석자: ROV는 투표 센터 위치의 시작점으로 이전의 투표 장소 위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ii. ROV 직원: 광고는 선거 관리 계획 (EAP)의 일부이며, ROV에게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커뮤니티 최고의 장소를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iii. 참석자: 카운티 교육 당국과의 협력 제안이 있습니다. 

iv. 참석자: CBO는 학교 위원회에서 학교를 투표 센터 위치로 사용하는 데 대한 

지지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v. 참석자: 학생들과 지역사회가 학교에 위치한 투표 센터(인력, 자원 봉사자 

등)에 참여하도록 해 보십시오.  

vi. 참석자: 지역사회 수업의 손실 보다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e. 참석자: ROV가 어떻게 투표 센터를 배치하여 지역사회의 각 영역에서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지리적 위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i. ROV 직원: ROV는 각 투표 센터가 인구 밀도 및 투표 센터의 VCA 준수 기준에 

따라, 가장 훌륭히 진행할 수 있는 지역사회가 어디인지를 고려합니다. ROV는 

VCA 요건과 해당 지역의 임대료 문제(이전처럼 단 하루가 아니라, 장기간 

임대할 곳을 찾고 있으므로), 그리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을 포함하여, 모든 

요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ii. ROV 직원: GIS 매핑 사업부가 제시한 50K 지도에 대한 참조를 만들었습니다. 

iii. ROV 직원: 새 VCA 모델은 과거에 있었던 때의 선거구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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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참석자: 자사의 캠퍼스를 투표 센터로 개방할 의향이 있는 대기업에 연락하는 것은 

어떨까요? 

i. 참석자: ROV는 회사(즉, Google, Apple)의 PR 부서에 연락해 봐야 합니다. 

ii. 참석자: 상호 협력관계는 쌍방의 브랜드 이미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iii. ROV 직원: ROV는 기회를 환영하지만, VCA 요건(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과의 

접근성)을 충족해야 하며 회사 역시 ROV와 함께 일할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g. ROV 직원: 드롭박스와 위치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i. 참석자: Gilroy 시는 드롭박스를 지역사회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청과 

같은 위치 안과 밖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ii. 참석자: 드롭박스를 정기적으로 비워 항상 투표지를 넣을 공간이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큰 박스? 박스 2개? 등 

iii. ROV 직원: 드롭박스는 ADA 및 대중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조명이 좋고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하며, 시각적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등록된 유권자 

수 당 특정 수의 박스가 있어야 하는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iv. 참석자: 드롭박스 투표를 위한 우체국 우편함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v. 참석자: 가능한 경우 드라이브업 드롭박스를 활용합니다.  

h. 참석자: 이동 투표 센터 가능성은요?  

i. ROV 직원: ROV가 이동 투표 센터를 제공할 지 여부를 여전히 고려 중입니다. 

이런 유형의 투표 센터는 필요하지 않지만, 앞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ii. ROV 직원: ROV가 모든 적절한 지역에 투표 센터를 배치할 수 있다면, 이동 

투표 센터에 대한 필요성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V.  언어 접근성  

ROV는 모든 적격 유권자가 투표 절차를 이해하고 동등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언어 

접근성을 제공하여 카운티를 지원하고자 유권자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을 

받지 못했던 언어 공동체 및 2개 언어를 구사하는 선거 공무원 모집에 대한 제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대중 의견/질문: 

1. 참석자: 투표 센터에 현장 번역사 또는 '전화' 통화 번역사를 둘 예정입니까? 

a. ROV 직원: 잠재적으로 둘 다 가능합니다. 이중 언어 작업자는 필요하고, 가능한 

경우 번역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직원이 언어 지원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모든 투표 센터 지역에는 전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ROV의 목표는 모든 

투표 센터에서 연방 정부에서 규정한 최소 4개의 언어를 이중 언어 직원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중 언어 직원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적합한 투표 센터를 목표로 합니다. ROV는 모든 언어 문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EAP 회의의 언어 공동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LAAC(언어지원 자문위원회)는 

의견 수렴을 위해, 특히 언어 필요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견은 EAP 작성 중에도 고려됩니다. 

2. 참석자: 번역사는 직원 또는 자원 봉사자와 동일한 교육을 받습니까? 

a. ROV 직원: ROV는 투표 센터 번역사를 고용하지는 않습니다. 이중 언어 직원은 

번역사로도 활동하도록 인증됩니다. 그들은 같은 소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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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참석자: 이 이중 언어 직원 모집을 위한 기간이 있습니까? 

i. ROV 직원: 모집은 항상 진행중입니다. 또한 과거 일관되게 사용한 직원 

명단이 있는데 모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ii. ROV 직원: 투표 센터 직원 모집 가능성은 ROV가 충분한 투표 센터 시설을 

확보하면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500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ROV는 약 25개 지역을 찾았는데, 이는 적합한 투표 센터를 찾으려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중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3. 참석자: ROV(및 LAAC)는 지역사회 조직이 ROV로 올 수 없을 경우, 그 지역사회 조직으로 

파견갈 의지가 있습니까? 

a. ROV 직원: 물론입니다. LAAC 및 VAAC(유권자 지원 자문위원회) 외에도, ROV는 

지역사회를 직접 이끌기 위해 비VCA 요건의 VEOC(유권자 교육 봉사활동 단체)를 

창단했습니다. 

b. ROV 직원: VEOC는 지역사회의 조직과 기타 영역에서 VCA와 Santa Clara 카운티에 

불어오는 변화를 홍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이 단체는 

카운티의 다양한 CBO, 지역사회 지도자 및 위원회와 소통하여 이 과정을 

시작하도록 노력했습니다. 

c. ROV 직원: 또한 EAP는 다양한 모든 지역사회와 소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려는 시도로 

국가 전역에서 연방 및 주정부에서 규정한 모든 언어로 회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중은 국무장관이 Santa Clara 카운티에 대한 EAP를 승인하기 전에 2019년 8월 

30일, 마지막 개정을 위한 EAP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d. ROV 직원: EAP 회의록뿐만 아니라, LAAC 및 VAAC 회의록도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4. 참석자: Gilroy는 대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지역사회로, 그러한 특정 공동체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a. 참석자: ROV는 지역사회에 추가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풀뿌리 조직에 연락해야 

합니다.  

i. 참석자: 특히 Gilroy 동부에는 스페인어에 중점을 둡니다. 대중 교통 접근성을 

알아두십시오. 이 지역은 과거에 간과되었지만 Gilroy 시 서기관은 시 전체가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b. ROV 직원: 다른 모든 봉사 활동 연락처를 ROV 웹사이트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참석자: Sunnyvale은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 있으며, ROV와 공유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VI.  투표 접근성  

ROV는 모든 적격 유권자가 투표 절차를 이해하고 동등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고령자 

및 장애인 유권자에게 접근성을 제공하는 다양한 수단으로 카운티를 지원하고자 유권자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의견/질문: 

1. 참석자: 드롭박스는 운전 중인 사람과 보행자 모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드라이브업 옵션이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a. 참석자: 섬으로 나뉘어진 일방 도로에는 양 대로변에 차를 댈 수 있어야 합니다. 

b. 참석자: 현재 이미 있는 드라이브업 우편함 옆에 우체국 드라이브업 투표지 

드롭박스를 둘 수 있습니다. 

c. ROV 직원: 투표 센터도 드롭박스 위치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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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ROV 직원: ROV는 원격 접속 우편 투표(RAVBM)를 계속 사용할 것이므로, ROV는 

유권자의 이메일로 보안 투표지 링크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권자는 

투표지를 인쇄하고 자신 집에서 사적이고 독립적인 공간에서 작성하여 ROV 

사무소로 보낼 수 있습니다(전자 방식으로 제출할 수 없음). 

 

VII.  관련 지원  

ROV는 카운티 유권자들에게 최상의 지원을 제공하고 VCA로 인한 선거 제도의 변화에 대해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장소와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대중 의견/질문: 

1. 참석자: 영화관(미리보기) 또는 TV 광고용 애니메이션 광고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외에도, 정부 채널, 시 웹사이트, 시 회보, Nextdoor 앱, 다양한 선거구 또는 

시의회 의원들과 협력관계를 이용하여 광고하면 좋습니다. 

a. 참석자: 광고를 위한 예산 지출을 메우기 위한 모금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b. 참석자: VCA의 시행은 후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실제로 

후보들과 함께 일해 보십시오.  

2. 참석자: 시/CBO/후보자가 지역사회에 직접 전달하거나 발송할 유인물(디지털 형식 및 

하드 카피)을 요청하십시오. 

3. 참석자: Gilroy의 지원 제안: 

a. 시에 엽서를 보냅니다 

b. 의회 회의를 방문하여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c. Gilroy 오늘 

d. Gilroy Morgan Hill 신문 

e. Gilroy에는 지역 라디오 방송국이 없습니다 

f. Mercury News 

g. Gilroy 마늘 축제(7월 마지막 주말) 

4. 참석자: Sunnyvale 의회 회의는 일반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빈 시간”이 있는데, ROV는 

이 시간을 이용해서 루프에 프로젝트 정보, PowerPoint 및/또는 PSA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 지방 정부 채널 또는 지방 정부 회의 일정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a. 참석자: 지역 전문대학/대학교 라디오/신문 

i. Vince Larkin(라디오, Stanford) 

b. 참석자: ROV가 학교/위원회/선거구/후보자에게 연락할 때 이들에게 ROV는 그들이 

선거 활동에 참여하는 데 도와준다는 것을 상기해 주십시오. 

c. 참석자: 대상 언어에 대한 WeChat(중국어 다목적 메시징 및 소셜 미디어 앱), 

WhatsApp, 다양한 Facebook 그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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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 등록처 

선거 관리 계획(EAP) 
접근성 관련 상담 회의록 

Santa Clara County Government Center 
70 West Hedding Street, San Jose, CA 

Room 157 

2019년 6월 13일 목요일 

오후 5:00 ~ 7:00 

 

출석 참가자: 

Silicon Valley at Home 대표자 1인, ASL 통역사 1인 및 유권자 3명 

출석 직원: 
Shannon Bushey, Vanessa Hamm, Andrea Solorio, Michael Borja, Magdalena Sta Maria, Priscilla Favela, 
Janora Davis, Allen Ocampo, Robert Weidlin, Linh Nguyen, Virginia Bloom, Michelle Tran, Christina 
Rivera, Adrian Garcia, Paulo Chang, Alfred Gonzales, Eric Kurhi, Jacob Salazar, Rachel Jung, Smita Shah, 
Liz Oviedo, Chipo Mulenga 

조치 항목: 

• 11월 선거 투표소 목록을 참석자들에게 이메일로 전달합니다. 

• 관리자 전체 메일 주소를 참석자들에게 이메일로 전달합니다. 

 

I. 소개 

참석자 환영 

 

II. 유권자 선택법 개요 

유권자 선택법(VCA)을 통해 유권자들은 이제 투표할 수 있는 방법, 시기,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우편 투표, 드롭 박스 투표 또는 11일 내 투표 센터에서 직접 투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VCA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III. 선거 관리 계획의 목표 

선거 관리 계획은 유권자 등록국(ROV)이 어떻게 VCA와 관련된 변화를 시행하고 지역사회의 

의견에 따라 발전할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날짜, 자원 및 목표 개요 

IV. 투표 센터/드롭 박스 선정 

ROV는 카운티가 투표 센터와 드롭 박스 후보지를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유권자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투표 센터는 접근성이 좋아야 하며 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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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의견/질문: 

1. ROV 직원: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이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a. 참석자: Silicon Valley at Home의 대표자는 투표 센터 및 드롭 박스 부지와 

관련하여 ROV와 협력하기 위해 San Jose 시 관리자 사무실을 통해 연락해왔으며 

주택 건설사에 관련 요건을 문의했습니다. 또한 관심 있는 주택 건설 건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San Jose 시에서 북부 및 남부 카운티에 

이르기까지 범위를 넓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 주택 거주자 및 건설사와의 

협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대표자는 아직 부지 및 관련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불리한 조건 부지의 인접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권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특정 선거구 

및 우편 번호를 조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을 방문하고 커뮤니티 

이벤트에 참석하는 것이 투표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 

투표소 목록이나 투표소가 모두 표시된 지도가 있는지요? 

b. ROV 직원: 투표소에 대한 훌륭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 참석자: 모바일 투표 센터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a. ROV 직원: 카운티에 따라 모바일 투표 센터를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바일 투표 센터는 면적이 넓으나 유권자는 적은 카운티에서 

사용합니다. 아무튼 ROV의 옵션 중 하나입니다. 필요하다면 투표 센터를 

설치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곳에 모바일 투표 센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참석자: 2016년의 Rutgers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장애 유권자 중 대다수는 투표 

용지를 받지만 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그 이유를 비롯하여 소셜 

미디어나 기타 교육 등의 방법으로 투표에 대해 설명할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투표 

용지를 이해하고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투표율 상승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먼저 유권자들의 실제 투표를 유도하고, 투표장에 

오는 이들의 요구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접근성이나 투표소를 확대하는 것인가요?  

a. ROV 직원: 좋은 의견입니다. 다만 원격 우편 투표(RAVBM)라는 제도에 대해 

아십니까? 이는 군인, 해외 거주자, 장애 유권자들이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유권자들은 이메일로 받은 링크로 투표 용지를 집에서 다운로드 

및 인쇄하여 투표를 하고 이를 우편으로 ROV에 보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RAVBM 사용법에 대한 설명도 제공합니다. 또한 ROV는 투표 센터에 투표 용지 

마킹 장치를 제공합니다. 

b. ROV 직원: 투표율은 카운티의 교육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지원을 강화하고 

파트너를 구하여 유권자 교육 및 지원 연대(VEOC)를 구성하여 유권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를 찾아가서 

개별 유권자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VCA에 대한 정보를 전파하는 방법을 알리는 

“강사 교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c. 참석자: 이 연구에 따르면 자세한 투표 관련 교육을 필요로 하는 유권자들이 

아직 많으며 이들 중 다수는 직접 투표소를 방문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d. ROV 직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뿐인 투표소에 더 이상 제한받지 않으므로 여러 

투표 센터에 직접 방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선거 공무원 

및 다른 임직원들도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표 관련 홍보도 실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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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원격 우편 투표 시스템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접근성 정보 

제공 서비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의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 수가 더 많아서 지원을 집중해야 할 지역이나 유권자들의 단체 등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e. 참석자: 아시다시피 장애 유권자들은 여러 생활 시설 및 지원 센터에 산재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4. 참석자: 작년에는 투표소가 몇 개였나요? 늘어나고 있나요?  

a. ROV 직원: 지난번에는 849개의 선거구가 있었으나 이는 이제 VCA에 따라 

줄어들게 됩니다. 유권자 5만 명당 1개소 기준으로 선거일을 포함하여 11일간 

25개 투표 센터를 운영하며 유권자 1만 명당 1개소 개준으로 선거일 포함 4일간 

100개 센터를 운영합니다. 내년 유권자는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법률에 따라 더 많은 투표 센터를 제공할 것입니다. ROV의 GIS 매핑 부서는 등록 

유권자 수를 비롯한 14개 기준에 따라 투표 센터를 배치할 지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VCA가 널리 확산되면서 유권자는 원하는 곳에서 언제든지 투표할 수 

있으므로 투표소 역할을 하는 투표 센터의 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부 

유권자에게는 투표 센터가 너무 멀 수 있지만 이제 11일 내에만 직장이나 

자녀의 학교 근처에 있는 투표 센터 등 아무 가까운 센터에 짬을 내서 방문하면 

됩니다.  

5. 참석자: 투표소와 투표 센터는 어떻게 다른가요? 

a. ROV 직원: 투표소에 다양한 서비스가 추가되면서 투표 센터로 이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각 투표 센터는 이전보다 더 넓어집니다.  

b. 참석자: 이전처럼 차고에 설치하지 않나요? 

c. ROV 직원: 아닙니다. VCA는 크기, 이용 가능한 주차 공간, ADA 준수 여부, 보안 등 

다양한 요건을 투표 센터에 적용합니다. 또한 3-5배 이상 많은 장비와 인원이 

투입됩니다. 접근성 좋은 곳에 적절한 투표 센터를 선정하기 위해 건설사 및 시 

당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500개가 넘는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으나 VCA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후보지는 몇 개 되지 않으므로 계속 찾아야 합니다. 저희 

ROV가 빨리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어떤 제안이든지 환영합니다.  

6. 참석자: 그러면 유권자 1만 명마다 투표 센터 1개가 되는 건가요? 

a. ROV 직원: 맞습니다. 그리고 선거일 직전 토요일부터 약 100개소의 4일짜리 

투표 센터가 운영됩니다. 다른 카운티의 경험상 첫 주에는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지만 선거일 직전 주말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지요. 유권자들이 변화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11일이라는 여유를 충분히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7. 참석자: 선거 때마다 3~4주 전에 ROV에서 샘플 투표 용지 및 투표 센터 안내문 등을 

보내주나요? 전체 투표 센터가 나와 있는 목록 같은 것이 있습니까? 

a. ROV 직원: 카운티 유권자 정보 가이드(CVIG)에는 이제 모든 투표 센터의 목록 및 

운영 시간이 명시됩니다. 우편으로 받은 우편 투표 용지에도 투표 센터의 목록과 

운영 시간이 표시됩니다. 같은 내용을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참석자: 대중교통 인접성, 소수 언어 커뮤니티, 저소득층 등과 같은 현장 위치 

요건이라는 측면에서 동등한 참여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외에도 낮은 

투표율도 높여야 합니다. 특히 주택 문제를 생각하면 주택 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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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인 부유층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는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이들이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Monterey Road를 통해서 East San Jose와 같은 곳에 갈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지역의 유권자 및 Alum Rock Organization이나 Mayfair와 같은 

단체와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한 표를 위해 어디든지 갈 의사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들이 실제로 투표하고 싶어 하는 지역도 파악해야 합니다. 

Neighborhood Association에서 이런 해당 정보(지역 및 접근 방법)를 제공합니다. 

저희도 기꺼이 관련 좌담 및 이벤트를 개최할 것이며 ROV 분들도 얼마든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 참석자: Nonprofit Housing Association of Northern California라는 자매 단체의 경우 

주택 건설 현장의 유권자 등록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들이 건설사와 협력하도록 

훈련하는 “주민 참여” 모델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특정 개발 지역에 투표 센터가 

설치되지 못하더라도 ROV 분들이 그런 곳의 주민들을 찾아 가서 

교육(프레젠테이션/정보 세션)을 진행하고 VCA에 따른 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유권자들은 당선을 원하는 후보자들이 아닌 초당적인 

관점으로 교육받는 것을 원합니다. 저희는 기꺼이 ROV와 함께 이러한 이벤트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a. ROV 직원: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유권자 교육 및 지원 연대에도 

관심이 있었지요? 저희가 여러분이 속한 단체를 방문하여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강사 교육”을 위한 주민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개발자들과 

협력하고 ROV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10. 참석자: Silicon Valley Counsel of Nonprofits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입니다. 저는 ROV가 광범위한 커뮤니티 내 영향력 및 효과적인 서비스를 갖춘 

Silicon Valley Counsel of Nonprofits과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V. 언어 접근성  

ROV는 모든 적격 유권자가 투표 절차를 이해하고 동등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언어 

접근성을 제공하는 다양한 수단으로 카운티를 지원하고자 유권자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을 받지 못했던 언어 공동체 및 2개 언어를 구사하는 선거 공무원 모집에 대한 

제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시민 의견/질문: 

1. ROV 직원: 이전에 저희는 선거구 정보 및 등록 유권자의 언어 선호도를 바탕으로 

언어 커뮤니티를 정해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저희는 VCA와 관련하여 

투표 센터마다 8개 언어 모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언어 지원이나 

언어 커뮤니티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요?  

a. 참석자: 투표 센터에서 하나 이상의 언어를 지원하나요? 이를테면 센터마다 120 

베트남어가 가능한 직원을 배치하게 되나요? 

b. ROV 직원: 모든 투표 센터에 언어별로 최소한 1명의 직원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그런 언어 능력이 인증된 사람 중에 4일이나 11일간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막판에 일정 문제가 터질 경우를 대비해서 최소 

인원보다 더 많은 수를 채용해야 합니다. Santa Clara 카운티에서 사용 인구 수가 

적은 언어가 가능한 직원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4일이나 11일 내내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한 직원들도 있으므로 실제로는 최소 인원보다 훨씬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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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채용해야 할 것입니다. 투표 센터에 고용된 직원들은 동일한 교육을 

받게 되며, 통역사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2개 언어가 가능한 직원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c. 참석자: 휴대폰으로 전화해서 언어를 선택한 다음 다시 전화를 받아 통역을 

받는 저렴한 서비스도 있습니다. 

d. ROV 직원: 물론 저희도 직접 언어 지원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전화 통역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VI. 투표 접근성 

ROV는 모든 적격 유권자가 투표 절차를 이해하고 동등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고령자 및 

장애인 유권자에게 접근성을 제공하는 다양한 수단으로 카운티를 지원하고자 유권자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1. ROV 직원: 저희는 VCA와 투표 센터의 접근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센터별로 

유권자가 혼자서 비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지원 장비도 제공합니다. 접근성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a. 참석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ADA 규정과 관련 법규에 따르면 출입구 크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다소 난해하긴 하지만, ADA에는 많은 장애 유권자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이들을 위한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정신을 다루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런 유권자들이 방문하면 센터 직원들은 이들의 요구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전 회의에서, 유권자들을 맞이하는 직원들이 근무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시력이나 청력이 좋지 않은 이들을 도울 직원도 있어야 한다는 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제 친척 중에는 몇 달 동안 투표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누구나 투표 경험에 대해 기대와 

예상을 할 것이고 이는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매년 7월에는 전국 장애 유권자 

등록 주간(NDVRW)이 있으므로 다른 시 의회 회의 등의 이벤트에서 이를 알리고 

인식을 고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투표일에 자신의 요구가 충족되지 

못한다는 불안감을 가진 장애 유권자는 3천 5백만 명에 이르며, 이는 유권자 6명 

중 1명이 장애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난독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이런 점들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2. 참석자: 특정 언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언어 접근성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자 하는 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과거의 투표 경험 및 

선거 제도 변화가 미친 영향에 대한 의견 등입니다. ROV는 이런 피드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투표소에 항상 다국어가 가능한 직원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문제는 투표 센터의 운영 시간이 연장되면서 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정을 조율하고 준비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a. ROV 직원: 우리는 확실히 이런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다국어 직원 채용 및 

투표 센터 일정 조율에 도움이 될 소프트웨어 및 관리 도구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원팀은 다양한 단체와 협력해왔으며 아직 별다른 반응은 없지만 다른 

커뮤니티와 계속 협력하고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 중에는 

Disability Rights of California의 대표자 분도 계신데 이 분은 투표 접근성 자문 

위원회(VAAC)에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Silicon Valley Independent Living 

Center의 대표자 분도 오시기로 돼 있었는데 오늘은 못 오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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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관련 지원  

ROV는 카운티 유권자들에게 최상의 지원을 제공하고 VCA로 인한 선거 제도의 변화에 대해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장소와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1. ROV 직원: 앞서 RABM과 같은 투표 접근성 프로그램 및 VCA 선거 모델의 변화에 

대한 유권자 교육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커뮤니티 기반 단체(CBO)뿐 

아니라 유권자 교육에 도움이 될 유권자 교육 및 지원 연대(VEOC)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또는 CBO 구성원에게 VCA에 대한 교육이나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강사 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라디오에서 텔레비전, 신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미디어 광고를 계획 중입니다. 

ROV가 방문해서 투표와 관련한 교육을 해 주기를 바라는 시설이나 이벤트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TV 방송국이나 광고 기회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 사항이 있는지요? 

a. 참석자: Abilities Expo가 있습니다. 다만 너무 상업화되어 있어서 가지 않는 쪽이 

나을 겁니다. 

b. 참석자: 라디오는 시각장애 유권자들에게 좋은 방법입니다.  

c. ROV 직원: 좋은 제안입니다. 여러분의 동료나 소속 단체에 저희 로고나 기타 

정보용 문서 등을 공유할 수 있는지,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 참석자: 후보자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요? 

e. ROV 직원: 후보자들에게는 선거 진행 방식 및 ROV가 필요하다는 점과 홍보 방안 

등에 대한 안내가 제공됩니다. 올해의 경우 VCA 투표 모델로의 이전과 관련된 

정보를 비롯하여 이러한 변화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교육의 중요성을 

다루게 됩니다. 우리는 후보자들이야말로 유권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최대한 활발히 활동하시기를 기대합니다.  

f. 참석자: 후보자는 반드시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일 

언어 사용 커뮤니티 지원과 관련하여 라디오 채널 등 일부 매체에서는 이민 

문제를 다루기도 합니다. 

g. 참석자: 우리는 주 VAAC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주 VAAC를 통해 ROV 

VAAC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제 친척의 경우 다른 카운티에 가서 VAAC 

위원회와 협의한 후 ROV에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방법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선거 제도의 변화에 대해 파악해야 하며 그다음에 각 유권자들의 

요구를 해소해야 합니다.  

2. 참석자: 캘리포니아 외 다른 주에서도 VCA가 이렇게 진행되는가요?  

a. ROV 직원: 콜로라도는 이미 완전 우편 선거를 시작했습니다.  

b. 참석자: 다른 주와 잘 된 부분이나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나요? 

c. ROV 직원: 물론 가능합니다. 저희는 또한 주 총무처장과 지속적으로 접촉할 

것이며, VCA를 시행했거나 계획 중인 카운티들이 참여하는 월간 전화 회의도 

진행합니다. 이러한 전화 회의를 통해 여러 카운티에서 VCA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잘된 부분은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제안할 점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d. 참석자: 우리는 주 VAAC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주 VAAC를 통해 ROV 

VAAC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제 경우 다른 카운티에 가서 VAAC 위원회와 

협의한 후 ROV에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방법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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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선거 제도의 변화에 대해 파악해야 하며 그다음에 각 유권자들의 요구를 

해소해야 합니다. 

e. ROV 직원: 확실히 좋은 방법 같군요. 

3.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안과 같이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참석자: 사람들이 변화가 닥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이 

변화가 완전히 새로운 것임을 인식해야 하므로 가장 먼저 알려야 할 

메시지입니다. “VCA로 인한 변화의 의미를 비롯하여 장애 유권자라도 우리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b. 참석자: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라디오 매체, 특히 스페인 방송국은 

커뮤니티에 이런 변화를 집중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UNIVISION이나 

Telemundo의 경우 청취자가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주 정부, 유권자 참여 

및 인구조사 업무 등과 관련하여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는전미 라틴계 선거 

공무원 협회이라는 조직도 있습니다. 이들은 메시징 및 프레이밍의 측면에서 

구체적이고 다양한 언어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역 차원에서 

메시지를 널리 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VCA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 알리기 

위해 라디오, TV, 광고, 기명 논평 페이지OP ED, 편집자에게 보내는 서신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ROV를 대신하여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와 

자원을 파악해야 합니다. 유색인으로 구성 단일 언어 사용 커뮤니티의 경우 

정부와 단절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비영리 단체 지도자들과 더 긴밀히 

협력하며 VTA나 TV/라디오의 홍보 메시지보다 이런 지도자들의 말을 더 

새겨듣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메시지는 또한 

자주 반복해야 합니다. 많은 캠페인이 메시지를 7회 반복하는 모델로 운영되며, 

아마 ROV도 선거 전까지 유사한 모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찍 

시작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휴일에는 메시지 전달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유권자 참여를 높이고 조기에 이런 과정을 시작하는 것 모두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전국 유권자 등록일은 9월 24일로 멀지 않았으니, 

이날을 잘 활용하면 젊은 유권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c. 참석자: 전국 장애인 유권자 등록 주간인 7월 15일 ~ 19일은 긴 시간은 아니지만 

확실히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저도 자원봉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볼 것입니다. 

d. ROV 직원: 앞서 Mayfair Community Center를 말씀하셨는데, 6월 24일에 EAP 상담 

회의를 개최합니다. 

e. 참석자: 저는 앞으로 Guadalupe, Neighborhood Association 등의 단체를 통한 

지속적인 지원을 독려할 것이며 Magdalena Carrasco 시의원 사무실 등을 연락할 

계획입니다. 이 의원님도 기꺼이 함께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 PTA 

역시 메시지를 전파하고 투표율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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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 등록처 

선거 관리 계획(EAP) 
베트남어 상담 회의록 

 
Tully San Jose Branch Library 

880 Tully Rd. San Jose, CA 95111 
Community Room 

2019년 6월 17일 월요일 

오후 6:30 ~ 8:00  
 

출석 참가자:  

베트남어 커뮤니티 유권자 2명 

 

출석 직원:  
Shannon Bushey, Vanessa Hamm, Magdalena Sta Maria, Priscilla Favela, Andrea Solorio, Shelby Galaviz, 
Linh Nguyen, Michelle Tran, Paulo Chang, Michael Borja, Bob Nguyen, Alfred Gonzales, April 
Bracamonte, Adrian Garcia, Martin Ayala, Janora Davis, Christina Rivas-Louie 
 

조치 항목:  

• 투표 센터 위치에 대한 참석자의 의견을 구합니다. 
 

I.소개  

참석자 환영 

 

II. 유권자 선택법(VCA) 개요  

유권자 선택법(VCA)을 통해 유권자들은 이제 투표할 수 있는 방법, 시기,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우편 투표, 공식 투표지 제출용 박스 투표 또는 11일 내 투표 

센터에서 직접 투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VCA에 대한 ROV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유권자 의견/질문: 

1. 참석자: 이전 선거에 대한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2016년 선거에서 자신의 한 

표가 중요하지 않았으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의 한 표가 중요성을 갖게 될지 질의했습니다. 

a. ROV 직원: 모든 표가 매우 중요하며 모든 사람이 투표했다면, 선거에서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II. 선거 관리 계획(EAP)의 목표  

선거 관리 계획은 유권자 등록국(ROV)이 어떻게 VCA와 관련된 변화를 시행하고 

지역사회의 의견에 따라 발전할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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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투표 센터/드롭 박스 선정  

ROV는 카운티가 투표 센터와 드롭 박스 후보지를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유권자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투표 센터는 접근성이 좋아야 하며 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ROV 프레젠테이션 :  

ROV 직원: 참석자들에게 미디어, 광고, 투표 센터 또는 투표 용지 드롭 박스 선택과 

관련된 제안이나 질문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토요일에도 투표 용지를 제출할 수 

있다면 편리할지도 물었습니다. 
 

유권자 의견/질문: 

1. 참석자: 모두 좋은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토요일이라도 버스나 자차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a. ROV 직원: 투표 센터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구했습니다. 참석자 1명이 지역 

베트남어 라디오 방송국인 Vien Thao Radio의 유명인사 Do Van Tron 소유의 

창고를 추천했습니다.  
 

V. 언어 접근성  

ROV는 모든 유권자가 투표 절차를 이해하고 동등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으로 언어 접근성을 제공하고 카운티를 지원하고자 공개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과거에 부당한 대우를 받은 언어 커뮤니티를 위한 제안 및 이중 언어 선거 공무원 

모집에 대한 제안 등이 있습니다.  
 

유권자 의견/질문: 

1. ROV 직원: 언어 접근성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a. 참석자: 영어를 쓰고 들을 수 있지만 말은 잘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참석자는 언어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VI. 투표 접근성  

ROV는 모든 유권자가 투표 절차를 이해하고 동등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으로 고령자 및 장애 유권자에게 접근성을 제공하고 카운티를 지원하고자 공개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의견/질문: (없음)  
 

VII. 관련 지원  

ROV는 카운티 유권자들에게 최상의 지원을 제공하고 VCA로 인한 선거 제도의 변화에 대해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의견/질문: 

1. 참석자: ROV가 커뮤니티를 직접 방문하여 VCA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지, 이를 위한 

예산이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a. ROV 직원: 베트남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 교회, 사원, 학교 등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b. ROV 직원: 참석자들에게 다른 회의에서 베트남어 통역을 제공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c. 참석자: San Jose가 아닌 Campbell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d. ROV 직원: 거주지는 무관하며 참가해 준다면 감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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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 등록처 

선거 관리 계획(EAP) 
크메르어 상담 회의록 

County Government Center 
70 W. Hedding St. San Jose, CA 95110 

Room 157 

2019 년 6 월 18 일 화요일 

오후 5:30 ~ 7:00 
 

출석 참가자:  

크메르어 커뮤니티 거주 유권자 1 명  

출석 직원:  
Shannon Bushey, Michael Borja, Vanessa Hamm, Magdalena Sta Maria, Shelby Galaviz, Andrea Solorio, 
Priscilla Favela, Linh Nguyen, Michelle Tran, Liz Oviedo, Adrian Garcia, Martin Ayala, Bob Nguyen, Paulo 
Chang, Rachel Jung, April Bracamonte, Janora Davis, Patricia Lopez, Alfred Gonzales 

조치 항목:  

• 크메르어 커뮤니티 내 사원, 지역, 시청 등 주민들과의 소통에 대한 참석자의 제안을 

구합니다. 

I. 소개  

참석자 환영 

II.유권자 선택법 개요  

유권자 선택법(VCA)을 통해 유권자들은 이제 투표할 수 있는 방법, 시기,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우편 투표, 드롭 박스 투표 또는 11 일 내 투표 센터에서 직접 투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III. 선거 관리 계획의 목표  

선거 관리 계획은 유권자 등록국(ROV)이 어떻게 VCA 와 관련된 변화를 시행하고 

지역사회의 의견에 따라 발전할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IV. 투표 센터/드롭 박스 선정  

ROV 는 카운티가 투표 센터와 드롭 박스 후보지를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유권자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투표 센터는 접근성이 좋아야 하며 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권자 의견/질문: 

참석자: 크메르어 커뮤니티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사원에 투표 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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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언어 접근성  

ROV 는 모든 유권자가 투표 절차를 이해하고 동등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으로 언어 접근성을 제공하고 카운티를 지원하고자 공개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과거에 부당한 대우를 받은 언어 커뮤니티를 위한 제안 및 이중 언어 선거 공무원 

모집에 대한 제안 등이 있습니다.  
 

유권자 의견/질문: 

1. 참석자: 전단지가 너무 부자연스럽게 번역되었으며 의도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a. ROV 직원: 우리는 크메르어를 구사하는 이중 언어 선거 전문가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VI. 투표 접근성  

ROV 는 모든 유권자가 투표 절차를 이해하고 동등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으로 고령자 및 장애 유권자에게 접근성을 제공하고 카운티를 지원하고자 공개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의견/질문: 

참석자: 크메르어 커뮤니티 가구를 일일이 방문해 고령자를 찾아서 지원 관련 회의 

장소 및 투표 센터까지 운송수단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VII. 관련 지원  

ROV 는 카운티 유권자들에게 최상의 지원을 제공하고 VCA 로 인한 선거 제도의 변화에 

대해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의견/질문: 

참석자: 이러한 지원 활동은 크메르어 커뮤니티 내에서 실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유권자들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원 및 인구가 많은 East San Jose, 

특히 Poco Way, Rockspring, Santee 인근 지역에서 지원 활동을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ROV 가 시의회 선거구 회의에서 지원 활동을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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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 등록처 

선거 관리 계획 
타갈로그어 상담 회의록 

Milpitas Library  
160 N. Main St., Milpitas, CA 95035 

Auditorium 

2019년 6월 21일 금요일 

오후 4:30-6:00 
 

회의 참가자:  

타갈로그어 커뮤니티 유권자 8명 

참석 직원:  
Shannon Bushey, Rachel Jung, Aaron Wong, Vanessa Hamm, Christina Rivas-Louie, Andrea Solorio, 
Shelby Galaviz, Priscilla Favela, Linh Nguyen, Allen Ocampo, Paulo Chang, Eric Kurhi, Alfred Gonzalez, 
Janora Davis  

조치 항목: 

• 참석자들과 함께 Milpitas 필리핀 전통의 날과 필리핀 독립 기념일 행사와 같은 지원 활동 

기회에 대한 후속 조치 

• 웹사이트, 이메일 마케팅 또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의견을 전파할 수 있는 다양한 필리핀 

비영리 단체에 대해 참석자들과 함께 후속 조치 

• 제출된 관심 카드의 연락처를 유권자 교육 및 지원활동 연합에 대한 이메일 전송 배포 

목록에 추가 

•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에 게시할 수 있도록 참석자들에게 지원 홍보 전단의 디지털 사본 

제공 

• 유권자 교육을 위해 찾아보고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단체의 웹사이트에 모든 

디지털 지원 자료 추가 

의제 항목: 

I. 소개: 

참석자 환영 
 

II. 유권자 선택법 개요  

유권자 선택법(VCA)을 통해 이제 유권자들은 투표 방법, 시기,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우편 투표, 투표지 제출용 박스에 제출 또는 11일 내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ROV 프레젠테이션: 

1. VCA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2. ROV 직원들은 의견 수렴에 중점을 두고 VCA와 EAP 일정 및 목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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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의견/질문: 

1. 참석자: 3월 선거일이 언제인지 질문드렸습니다. 

a. ROV 직원: 3월 3일입니다. 이제 더 이상 6월 선거는 개최되지 않습니다. 

2. 참석자: 모든 유권자가 우편 투표지를 받게 됩니다.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고 TV로 방영됩니까? 

a. ROV 직원: 유권자들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이전처럼 하나의 지정된 투표소에 갈 필요 없이 모든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종이 명단 대신 전자 투표 선거인 명부나 태블릿을 

통한 새 투표 시스템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 태블릿을 사용하여 

유권자를 조회하고 우편 투표지의 반송 여부를 확인합니다. 구 투표지는 

무효화하고 새로운 온디맨드 투표지 프린터를 사용하여 9개 언어로 새 

투표지를 발행하게 됩니다. 

3. 참석자: SOS의 최종안에 대한 마감일은 있습니까? 2월까지 여전히 서류가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나요?  

a. ROV 직원: 6월에서 3월로 선거일이 변경된다고 해서 마감 시한이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연말까지 완전한 승인안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4. 참석자: Santa Clara 카운티(SCC)는 과거에도 항상 마지막에 결과를 보고하는 

카운티 중 하나였습니다. 모든 변경 사항을 실행하기에 충분한 인력이 ROV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새 장비를 사용할 경우, 테스트에 필요한 시간을 적절히 

확보할 수 있나요? SCC가 마지막에 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ROV가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까? 특히 온갖 새로운 장비가 도입될 경우 이러한 

변화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a. ROV 직원: 마지막에 보고하는 이유는 우리 카운티가 중앙 개표 투표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보고되는 카운티의 경우는 

선거구에서 개표합니다. 일부 카운티는 선거구 개표를 실시하여 

선거구에서 투표지를 개표합니다. 결과 카트리지는 주 사무소로 

반환되어 업로드됩니다. 중앙 개표란 모든 투표지를 중심지에 모아 

개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Santa Clara 카운티 집행관 위원회는 우리가 

중앙 개표 투표 시스템을 유지할 경우 항상 마지막에 결과를 보고하는 

카운티에 속할 것이라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b. ROV 직원: ROV는 투표지를 최대한 빨리 개표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18개의 개표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일 

24시간 연속으로 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는 개표할 투표지가 

3장이었고 개표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c. ROV 직원: ROV는 선거일 밤에 더 빨리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거구 

개표를 할 새로운 투표 시스템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스캔하여 투표하고, 해당 투표지는 투표소에서 

집계됩니다. 선거일 밤에, 투표소의 결과가 주 사무소에 수집될 것이며 

더 이상 선거일 밤 방송을 통해 종이 투표지를 중심지에서 개표할 

필요가 없습니다. 

5. 참석자: 여러분은 새로운 투표 시스템을 포함하여 유권자들이 모든 변경 사항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 ROV 직원: 예, 물론입니다.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도착하면 시스템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직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새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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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 아직은 도입되지 않았지만 8월에 집행관 위원회가 서명할 수 

있는 계약이 준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후에 인수 시험을 위한 

장비 도입이 시작됩니다. 

b. ROV 직원: 현재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계획을 

시작했으며 시행에 앞서 집행관 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승인은 4월 9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또 새 투표 시스템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변경 사항과 함께,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시행에 있어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6. 참석자: 이와 동일한 방침을 실행하는 다른 카운티는 얼마나 있습니까? 

a. ROV 직원: 절반 이상의 카운티가 새로운 투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8년에 5개 카운티가 VCA로 전환했습니다. 

7. 참석자: 그 카운티들의 성공률은 어땠나요?  

a. ROV 직원: 선거 투표율은 투표지 상의 경합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성공을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8. 참석자: VCA 시행의 성공을 평가하기 위한 통계, 인구 통계가 있습니까? 이전 

선거에서 통계가 있는 경우, VCA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ROV 직원: 통계를 보유하고 있지만 유권자 등록 양식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유권자 정보로 제한됩니다.  

b. ROV 직원: 투표 보고서에 투표율 통계가 있으며 이는 선거구와 시로 

나뉩니다. 

9. 참석자: 예산처럼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통계 사용을 제안합니다. 

a. ROV 직원: 언어 통계를 담은 선거 사후 보고서가 있습니다.  

10. 참석자: 선거 사후 보고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선거구 보고서 밖에 

없었습니다. 

a. ROV 직원: ROV 웹사이트의 보고서 및 통계(Reports and Statistics) 

섹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거 사후 보고서는 지난 선거에서 

일어난 일에 기초하여 작성하는 추가 보고서입니다. 11월 선거 사후 

보고서는 아직 게시되지 않았지만 6월 선거 보고서는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b. ROV 직원: 11월 보고서는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선거 사후 보고서는 

'선거구란 무엇인가?' 또는 '우편 투표는 무엇인가?'와 같이 많은 용어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 매우 유용한 보고서입니다. 여기에는 통계가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비교에 활용할 수 있는 수치들입니다.  

c. 참석자: 미리 이 통계를 입수하면 향후 발전, 개선을 판단하는 데 유용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d. ROV 직원: 선거 투표율은 투표지 상의 경합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1. 참석자: 5개 카운티와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까? 

a. ROV 직원: 1년 넘게 다른 카운티들과 논의를 해 왔습니다. 직원들이 

Sacramento, San Mateo, Napa 카운티의 선거 담당 직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우리는 주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한 달에 

한 번 3시간 전화 회의를 하면서 배울 수 있는 사항을 최대한 많이 

배우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커뮤니티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Milpitas에 온 것입니다. 

154



 

 

12. 참석자: California에 있는 많은 카운티 중에서, 선거구 개표 시스템과 중앙 개표 

시스템을 사용하는 카운티는 얼마나 됩니까?  

a. ROV 직원: 2020년까지 주 투표 인구의 50%를 대표하는 13개 카운티가 

VCA를 시행할 것입니다. 새로운 투표 시스템을 통해 선거일 밤 결과는 

더 빠르게 나올 것이지만, 유세 기간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우편 투표 

개표 과정은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처리 시간에 변화는 없습니다. 이는 

개표 전에 봉투를 열고 투표지를 평평하게 펴는 수작업입니다. 

b. ROV 직원: 국무장관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58개 카운티 중 27개, 약 

47%가 중앙 집계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13. 참석자: 새로운 시스템과 새 방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동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나요? 

a. ROV 직원: 예. 선거일 밤 보고 속도 측면에서 보면, 투표 시스템으로 인해 

더디긴 했지만, 2018년 11월에는 E+30, 즉 유세 기간 종료로 이어지는 

개표율이 더 빨랐습니다.  

b. ROV 직원: 새 투표 시스템을 사용하면 유권자들은 더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을 것이며 VCA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투표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편으로 투표지를 받게 되며 “엉뚱한” 투표 장소로 가는 일이 

없을 테니까요. 또한 타갈로그어 지원이 되는 선거구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투표소에서 타갈로그어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모든 투표소에 더 다양한 언어가 지원되고 엉뚱한 

투표소에 가는 일이 없는 등... 유권자 입장에서는 혜택이 많습니다. 

c. ROV 직원: 이 모든 것에는 비용이 들겠지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비는 구매 대신 임대를 하고 

있으며 시스템에 대한 비용 지불을 위해 550만 달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14. 참석자: 대외적인 개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a. ROV 직원: 국토 안보부, 그리고 다른 연방, 주 및 카운티 기관들과 함께 

투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피싱 

기술을 설치한 해킹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IT 지원 수준은 최고입니다. 

우리 카운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집계 장치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인이 결과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집계 장치에서 

결과를 가져오고 이 결과를 컴퓨터에 가져와 업로드합니다. 

15. 참석자: 해킹은 어떻습니까? 

a. ROV 직원: 해킹 테스트를 실시했으며 아무도 뚫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피싱 교육을 실시하며 모든 수준에서 다양한 보안 조치를 

취합니다. 

16. 참석자: 임시 투표지는 언제 받게 되나요?  

a. ROV 직원: VCA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누구나 임시 투표를 

이용할 수 있지만, ROV가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예: 다른 

카운티, 다른 주 등).  

b. ROV 직원: 조건부 유권자 등록은 당일 등록하여 투표하고자 하는 

유권자를 위한 것입니다.  

c. ROV 직원: 이 투표지는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거 후에 처리될 

것입니다. 

d. ROV 직원: VCA를 통해 임시 투표지 수령 건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VCA 도입 이전에는 지정된 선거구 밖에서 투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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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게 임시 투표지가 주어졌습니다. Milpitas에 살면서 Palo 

Alto에서 근무하는 유권자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해당 유권자는 집으로 

돌아가 지정된 선거구에서 투표할 상황은 아니지만, 투표권은 여전히 

있으므로 Palo Alto에서 대신 투표를 하려 합니다. 이때 임시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 VCA를 통해서는 카운티 내 어디에서든 투표할 수 

있고, Milpitas에 거주하고 있지만 Palo Alto에서 일할 경우 Palo Alto나 

근처의 모든 투표소에 편하게 가서 Milpitas의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시 투표자들의 수는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e. ROV 직원: CVR은 또 다른 훌륭한 옵션으로, 마감 전에 투표 등록을 못 한 

경우, 어떤 투표소든 가서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투표지를 받아 해당 

투표지에 투표하고 이를 봉투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봉투가 사무소에 도착하면 투표자의 투표 자격을 확인하고, 투표 

자격이 되면 투표지를 집계에 포함합니다. 

f. ROV 직원: VCA 이전에는 거주지 선거구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은 

모두 임시 투표를 해야 했습니다. 

g. ROV 직원: 지난 선거에서는 약 35,000건의 임시 투표가 있었는데 이제 

VCA 체제하에서는 90%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17. 참석자: 투표소는 선거일 10일 전에 개소합니까? 

a. ROV 직원: 선거일 10일 전에 투표소를 열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11일 투표소라 칭하겠습니다. 유권자 50,000명당 한 

개의 투표소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5개의 11일 투표소가 

있어야 합니다.  

b. ROV 직원: 또한 선거 3일 전에 열려 있어야 하는 4일 투표소도 있습니다. 

유권자 10,000명당 한 개의 투표소가 열려 있어야 하며, 따라서 100개 

이상의 4일 투표소가 개설될 것입니다.  

18. 참석자: 3월 예비 선거에서, 투표 시점에 정당을 선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투표소로 가야 하나요? 우편 투표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a. ROV 직원: 등록을 변경하고 지지 정당 변경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 약 135일 전, 각 정당이 지지 정당 변경 및 투표를 허용할지 

알려주게 됩니다. 지난 예비 선거에서, 지지 정당 변경 투표를 허용한 

정당은 민주당, 미국 독립당, 자유당이었습니다. 

b. ROV 직원: 당원이 아니라면 무소속 투표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유권자는 투표소에 들어가서 무소속 투표지를 반납하고 지지 정당 변경 

투표를 허용하는 정당의 투표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c. 참석자: 투표소에서만 지지 정당 변경 투표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d. ROV 직원: 무소속 유권자인 경우, 지지 정당 변경 투표 의향을 묻는 

우편물을 송부받게 됩니다. 이 우편물을 통해 지지 정당 변경 투표를 

하고 싶다고 명시하는 경우, 요청된 정당에 대한 투표지가 우편 

발송됩니다. 

e. ROV 직원: 우리 카운티에는 약 30만 명의 무소속 유권자가 있습니다. E-

135, 즉 선거 135일 전에 국무장관이 지지 정당 변경 투표를 허용하는 

정당을 고지할 것입니다. 고지가 되자마자 짧은 시간 안에 우편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쇄와 우편 발송을 위해 납품업체에 보내는 초안을 

작성하려면 보통 국무장관이 고지한 이후 약 10일이 걸립니다. 이 

우편물은 예비 선거에서 지지 정당 변경 투표를 허용한 정당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무소속 유권자들에게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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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참석자: 투표지를 우편으로 우송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생각이 바뀌어서 

투표 대상을 변경하기 위해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싶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변경 사항은 추적이 됩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이미 투표한 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이중 투표는 어떻습니까? 

a. ROV 직원: 투표소에서 투표 정보 관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유권자를 조회하여 해당 유권자가 이미 투표지를 제출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투표를 한 경우, 투표소에서 일반 투표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투표소에서 이미 투표를 한 경우, VBM 

투표지가 우편으로 들어오면, 시스템에서 유권자를 조회하여 이미 

투표소에서 투표한 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편으로 들어온 

투표지를 집계하지 않게 됩니다. 

b. ROV 직원: 기본적으로 먼저 들어온 것을 우선 인정합니다. 투표지가 

우편으로 들어오는 경우, 서명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투표를 완료한 것이 됩니다. 투표소에서 사용되는 전자 선거인 명부는 

실시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미 우편으로 투표를 했는데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로 한 경우에 이미 투표한 것으로 표시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여전히 투표소에서 투표하기를 고집한다면, 임시 

투표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c. ROV 직원: 임시 투표를 하게 될 또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투표소 

직원들이 시스템에 이미 투표를 한 것으로 표시된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투표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임시 투표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임시 투표 및 CVR 봉투를 확인하므로 ROV 

사무소에서는 해당 임시 투표 봉투를 확인할 것이며, 이미 투표지를 

반납한 것으로 판단되면 임시 투표에 집계하지 않을 것입니다. 

d. 참석자: 본인의 임시 투표지의 개표 여부를 알 수 있습니까? 

e. ROV 직원: 임시 투표 봉투 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 

있으며 이를 통해 개표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f. 참석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들어온 것이 집계됩니까? 

g. ROV 직원: 아니요,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집계됩니다. 

h. 참석자: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 선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i. ROV 직원: 예. 투표지가 이미 집계된 경우에는 어떤 조치도 할 수 

없습니다. 

j. 참석자: 중요한 선택이군요. 하지만 그 점은 이해합니다. 

20. 참석자: 이전에는 선거구에 자원봉사자들을 참여시켜 배치했습니다. 

투표소에는 전담 직원이 있습니까? 

a. ROV 직원: ROV는 카운티 직원들의 추가 지원과 더불어 유급 

자원봉사자들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인력 수급은 해결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추가 지원의 경우, 투표소 직원은 교육을 포함하여 약 3주간에 

해당하는 근무가 필요합니다. 추가 지원 직원은 카운티의 고용 절차를 

거쳐야 하며 ROV는 이를 지원하게 됩니다. 유급 자원봉사자들은 주로 

4일 투표소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데, 다른 카운티의 경험상 첫 주는 

투표가 매우 더디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창 바쁠 때가 되면 지원을 위해 유급 

자원봉사자를 투입할 것입니다. 

b. 참석자: 그럼 이전에 선거 때 일했던 사람들은 이 기회에 대해 알 수 있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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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ROV 직원: 예. 이전에 자원봉사자로 일했던 사람들에게 우편 발송을 

준비 중입니다. 서신을 통해 새로운 변경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 유급 

자원봉사자나 추가 지원 근로에 관심이 있는지 문의할 것입니다. 

d. ROV 직원: 예전에 도움을 준 전직 선거 공무원들에게도 연락하여 

투표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문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새로 사용될 기술이 자원봉사자들뿐 아니라 ROV 직원들에게도 큰 

변화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더라도 

투표소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며 투표소에 

직원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III. 선거 관리 계획의 목표 

선거 관리 계획은 유권자 등록처(ROV)가 어떻게 VCA와 관련된 변경 사항을 이행하고 

커뮤니티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합니다. 
  

IV. 투표소/투표지 제출용 박스 선정  

ROV는 카운티가 투표소와 투표지 제출용 박스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유권자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투표소는 접근성이 좋아야 하며 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ROV 프레젠테이션: 

1. ROV 직원: 벽에 지도 제시—한 지도에는 11일 투표소 구획이 나타나 있고 다른 

지도에는 4일 투표소 구획이 나타나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희박한 남부 카운티와 

북부 카운티 내에 넓은 지역이 이미 우편 투표 선거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우편 투표 소포가 제공되지만 이제는 투표소에 가서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우편 투표 선거구에 속한 사람들은 우편이나 ROV 

사무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직접 어떤 투표소에서든지 투표할 수 

있는 선택도 있습니다.  

2. ROV 직원: 투표소로 사용될 장소를 알고 있다면, 피드백 양식, 이메일 또는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반응과 제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의견/질문:  

1. 참석자: 투표소 장소는 임시로 운영됩니까?  

a. ROV 직원: 예. 투표소 장소는 임시로 운영됩니다. 민간, 정부, 시, 학교, 협회, 

커뮤니티 단체, 교회 등 모든 장소를 탐색 중이며 13일 또는 6일 동안(선거 

장비의 배달과 수거에 며칠이 더 필요함) 장소를 제공할 의향이 있는 경우, 

특히 무료일 경우 해당 장소를 채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장소들을 

물색 중입니다. 우리는 과거 사용했던 투표소의 인벤토리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 때 약 850개의 투표소가 있었는데, 이는 약 1,000개 

투표소에 연락을 해야 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과거 이 투표소들은 차고나 

작은 방처럼 협소했습니다. 투표소의 경우, 장소는 더 넓어야 합니다(투표소 

모집 전단에 크기가 명시되어 있음). 새로운 시스템 때문에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투표자들이 침해받지 않고 편안함을 느끼기를 바라며 

입장하는 사람들을 질서 있게 잘 통제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투표소를 

방문했을 때 거치게 되는 경로입니다.  

i. 체크인 

ii. 투표지 수령 

iii. 투표 부스로 가서 투표지에 표기 

iv. 투표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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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편안하게 투표하는 데 필요한 조치와 공간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 

같은 더 넓은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b. ROV 직원: 충분한 공간이 있고 잠재적으로 투표소로 사용될 수 있는 회의실이 

있는 개인, 협회 또는 단체를 알고 있는 모든 분들께 호소하기 위해 이러한 

회의 참석하고 있으니 voterschoice@rov.sccgov.org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ROV는 전문가 한 명을 파견하여 접근성 요건과 교통량이 많은 장소인지, 

대중교통, 간선도로에 가까운 장소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이 

주차가 가능한 장소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이 모든 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c. ROV 직원: 이러한 장소를 확보하는 데 있어 또 다른 어려움은 이용 가능/개방 

일수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화요일에 교회를 투표소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1-2주 주말에 걸쳐 투표소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주말에는 보통 예배, 결혼식, 세례식과 같이 커뮤니티의 행사가 교회에서 

열립니다. 다른 커뮤니티의 장소도 투표소를 열어야 하는 주중에 다른 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수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넓은 장소를 

찾는 건 훨씬 더 어렵고요. 

d. ROV 직원: ROV는 또한 커뮤니티가 투표소를 '채택'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장소로 채택될 수 있는 곳을 알고 

계시다면, 그 장소를 관할하고 있는 커뮤니티도 투표소 직원 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교육이 제공될 것이며 투표소 직원으로 받는 모든 

수입은 자기가 갖거나 커뮤니티에 다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커뮤니티 

여러분과 만나는 것의 이점입니다. 그래서 단지 장소를 찾는 것 이상으로 

투표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데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 ROV 직원: 그리고 2020년 3월 선거의 투표소 예약뿐 아니라 2020년 11월 선거 

투표소도 예약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ROV는 투표소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투표소도 가능한 한 동일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2020년 3월과 11월의 투표소 장소가 달라진다면 

해당 장소가 해당 선거 중 하나에만 이용이 가능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V. 언어 접근성  

ROV는 자격이 있는 모든 유권자들이 투표 과정을 이해하고 투표에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언어 접근성을 제공하는 다양한 수단을 카운티에 지원하고자 유권자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소외된 언어 커뮤니티에 대한 문제 제기와 2개 국어를 

구사하는 선거 공무원 채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시민 의견/질문:  

1. 참석자: Milpitas의 필리핀 사람들의 의견–필리핀에서는 다양한 언어를 

구사합니다. 타갈로그어를 구사하지 않는 필리핀 사람들은 불쾌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다 타갈로그어를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타갈로그어를 

필리핀어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a. ROV 직원: 현재 지정 언어로는 5개가 있으며 타갈로그어는 지정 언어 중 

하나입니다. 

b. 참석자: 타갈로그어는 언어가 아니며 방언의 하나입니다.  

c. 참석자: 그 자체로는 언어가 아니라, 정보입니다. 

d. ROV 직원: 연방 차원의 지정 언어는 영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5개입니다. 주 지정 언어는 인구 조사와 주에서 시행한 기타 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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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합니다. 원래는 한국어, 크메르어, 힌디어, 일본어, 이렇게 4개가 주 

지정 언어였습니다. 이것이 한국어, 크메르어, 이렇게 2개로 축소되었고요. 

하지만 ROV는 힌디어와 일본어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제공합니다. 

ROV는 VCA를 통해 9개의 모든 언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모든 

방언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싶지만, 그것까지는 불가능합니다. 

e. 참석자: 사람들이 그 언어를 방언에 근거한 타갈로그어로 부르는 데 

익숙해져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필리핀어입니다.  

f. 참석자: 이것이 지정된 것이라 하셨습니다.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g. ROV 직원: 주 또는 연방 수준으로 가셔야 합니다. 

h. ROV 직원: 유권자 등록 카드의 “기타” 옵션을 사용하여 사용하는 실제 

언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ROV는 그 카드를 처리할 때 언어를 

메모합니다. 통계에 이 정보가 포함될 것이지만 ROV는 유권자에게 

의지하여 이 정보를 제공합니다. 모든 것은 자기 보고 형식입니다. 등록 

카드에 언어를 선택하거나 표시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유권자가 

선호하는 언어는 영어로 설정됩니다. 통계를 이야기할 때 이를 고려하고 

원하는 방언을 명시할 수 있는 기타 옵션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i. 참석자: 이 정보를 기록하십니까? 

j. ROV 직원: 예. 그렇습니다. 카드를 처리할 때 “기타”를 선택할 경우 등록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입력해야 합니다. 

k. 참석자: 이 문제는 필리핀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므로 괜찮습니다. 

우리 하원의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l. 참석자: 왜 “만다린어”가 아니라 “중국어”로 지정되었나요? 왜 

“타갈로그어” 대신 “필리핀어”는 될 수 없습니까? 

m. ROV 직원: “기타” 옵션 상자에 타갈로그어를 쓸 수 있습니다. 

n. ROV 직원: 모든 것은 선거법과 규정된 내용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하원의원에게 문제를 제기하시면 지정 상태를 바꿀 수 있을 

있을지도 모릅니다. 

2. ROV 직원: 우리 웹사이트에도 타갈로그어로 된 VCA 정보가 있습니다. 유권자의 

선택(Voter’s Choice) 메인 페이지에 가면 타갈로그어에 대한 링크가 있습니다. 

전체 페이지는 아직 번역하는 중이지만, 웹사이트에는 이미 일부 타갈로그어 

콘텐츠가 있습니다. 
 

VI. 투표 접근성 

ROV는 자격이 있는 모든 유권자들이 투표 절차를 이해하고 투표에 대해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인 및 장애인 유권자에게 접근성을 제공하는 다양한 수단을 카운티에 

지원하고자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시민 의견/질문: (없음) 
 

VII. 지원 활동 기회  

ROV는 카운티 유권자들에게 가장 잘 다가갈 수 있고 VCA와 함께 다가올 선거의 변화를 

유권자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입장과 지원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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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V 프레젠테이션: 

ROV 직원: 저희는 출판물과 지원 활동에 대한 제안을 구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지원 활동 계획을 세우고자 하며 이를 위해 예산을 대폭 증대하고 

있습니다. Facebook, Twitter, NextDoor, 보도 자료, Instagram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으며 지원 활동을 위한 동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원 활동 계획은 

아직 수립 중이며 이는 EAP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필리핀 커뮤니티에 효과적일 수 있는 신문과 특정 라디오 또는 TV 방송국에 

대한 제안을 통해 저희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활용하지 말아야 할 

방송국이나 신문사에 대한 제안도 환영합니다. 
 

유권자 의견/질문:  

1. 참석자: Milpitas의 유권자 투표율에 대한 우려. 지난 선거에서 필리핀인의 

18%만이 투표에 참여했기 때문에 투표 인구 활용이 걱정됩니다. 

a. 참석자: 2020년 11월 ROV가 그곳에 부스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필리핀 

독립기념일(6월)을 기념하여 Milpitas에 연락을 취하기를 추천드립니다. 

b. 참석자: 10월 25일, 10월의 마지막 금요일에 열리는 Milpitas 필리핀 

전통의 날을 고려해 보십시오. 아직 계획 단계에 있으며 준비 중이지만, 

누구든 이메일을 받아보셔야 할 분들에게는 제가 이메일을 발송할 수 

있으며 필리핀인들의 행사에 ROV가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c. ROV 직원: 지원 또는 EAP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거나 소통이 필요하시면 

voterschoice@rov.sccgov.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2. 참석자: 필리핀-미국 상공 회의소, 기타 다른 필리핀 비영리 단체 웹사이트 또는 

Facebook에 라이브 링크를 올려 보십시오. 이러한 웹사이트에 로고를 올려 다른 

랜딩 페이지로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Facebook 페이지에 게시하면 해당 단체가 

이메일 마케팅을 할 수 있습니다.  

a. ROV 직원: 모두 훌륭합니다. 이러한 커뮤니티에서는 이메일이나 웹 

마케팅이 다 인가요, 아니면 매주 또는 매월, 저희가 갈 수 있는 일반 

대중으로 이루어진 커뮤니티 미팅 같은 것도 있습니까? 광고 외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단체에 커뮤니티 교육 방법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정기 회의를 하면서 정보를 전할 수 있겠고요. 

b. ROV 직원: 우리는 또한 여러분 단체의 인플루언서들과 적극적으로 

유대를 맺고 싶습니다. 이런 인플루언서들에게 널리 정보를 전하고 

커뮤니티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십사 요청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c. ROV 직원: ROV에는 여러분이 연락처 정보를 남길 수 있고 배포 목록에 

여러분을 추가할 수 있는 관심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현재 개발 

중이며 8월 초에 시작할 새로운 유권자 교육 및 지원활동 연합(VEOC)에 

대한 이메일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이메일을 단체 내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를 전파하는 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3. 참석자: VCA에 호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투표 과정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은 이제 ROV의 

새로운 성적표가 될 것입니다. 예산 증가와 함께, ROV는 유권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각 커뮤니티로 가서 직접 접촉하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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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OV 직원: 광고 캠페인 제안에 대한 아이디어도 찾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진행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캠페인으로, 광고 측면에서 다른 수단을 

찾아 살펴보고자 합니다. 

a. 참석자: Philippine News 신문은 활용하지 마십시오. 효과도 떨어지고 

너무 비쌉니다.  

b. ROV 직원: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디를 살펴봐야 합니까? 

c. 참석자: 여러 단체들을 살펴보고 인플루언서들을 찾아보십시오. 

Milpitas Lions Club이나 저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저는 커뮤니티에서 

매우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d. 참석자: 모두가 The Filipino Channel(TFC)을 시청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노년층 필리핀 유권자들은 소수 민족 

채널을 시청합니다. 

e. 참석자: 전하고자 하는 정보를 담은 전단의 디지털 사본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제가 Facebook 페이지에 이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f. ROV 직원: 여러분께 디지털 카피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ROV Facebook 

페이지와 ROV 웹사이트에서 더 많은 자료와 정보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g. 참석자: VCA 전단의 “투표 방법 선택(Choose How You Vote)” 행에 VCA에 

대한 언급을 추가하여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제안하는 제목은 “VCA를 통해 투표 방법 선택(Choose How You Vote with 

VCA)”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전단지에는 VCA에 대한 

언급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h. ROV 직원: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개선하는 중입니다. 향후 자료를 만들 

때 여러분의 제안을 참조하겠습니다. 

i. ROV 직원: 모든 유권자에게 발송될 광고 우편물을 만들 예정이며 이를 

통해 VCA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j. 참석자: 이러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포커스 그룹이 있어야 합니다. 

k. ROV 직원: 유권자 교육과 지원 활동 자료를 만들기 위한 포커스 그룹이 

있으며 그것이 바로 말씀드렸던 VEOC입니다. 회의 후에 이에 대한 

내용과 여러분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 참석자: 필리핀 비영리 단체들은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으며 참석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a. ROV 직원: 관심 카드를 작성하고 VEOC를 표시해 주시면 연락하여 

커뮤니티를 교육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금 문의하신 내용은 

VEOC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ROV를 초대하거나 ROV와 함께 행사를 

주최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다른 단체들과 유대를 맺을 수 있습니다. 

6. ROV 직원: 또한 관심 카드에는 필리핀어처럼 다양한 언어에 대한 조언과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 매달 열리는 언어 접근성 자문 위원회도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어/타갈로그어 위원은 없습니다. 

a. 참석자: 제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b. ROV 직원: 좋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이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따라서 목록에 추가할 수 있도록 관심 카드의 언어 접근성 

자문 위원회 상자에 표시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원(VEOC)에 대한 

확인란과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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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ROV 직원: 지금까지 몇 차례의 회의 밖에 없었지만, 다가오는 회의 

정보를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 대한 정보는 ROV 

웹사이트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7. 참석자: Milpitas 주민, 특히 필리핀인 유권자를 대신하여,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회의에 대해 더 일찍 알았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을 것입니다. 

a. ROV 직원: 만나서 의견을 전달할 기회는 앞으로도 더 있을 것입니다. 

웹사이트를 살펴보시고 이메일을 잘 살펴봐 주십시오. 다가오는 EAP 

회의 일정은 여러분에게 제공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b. ROV 직원: 여러분의 단체와 커뮤니티 모임에 가서 VCA에 대해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1월이나 2월 일정에 넣으셔도 됩니다. 그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c. 참석자: 일부 단체에는 매달 여러분이 참석할 수 있는 친목회가 

있습니다. 

8. 참석자: 타게팅하고 있는 특정 연령 그룹이 있습니까? 현재는 투표장에 가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구라던가, 밀레니얼 세대라던가? 

a. ROV 직원: 젊은 세대에 타게팅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연령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지역 사회 자체에 VCA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또는 학생 교육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그들이 가족 구성원 중 연장자들에게 정보를 전파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더 큰 목표는 인구 통계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b. ROV 직원: VCA를 시행한 다른 카운티의 의견에서는 응답률이 첫 번째 

선거에서 두 번째 선거로 가면서 개선되었다고 나타났습니다. 이는 

성장하는 과정이며 자체적으로 발전합니다. ROV는 모든 사람이 새로운 

시스템에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을 두고 커뮤니티를 교육하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커뮤니티와의 연결에 여러분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c. ROV 직원: 또한 젊은 유권자들뿐 아니라 새롭게 유권자가 되었거나 처음 

투표를 하거나 이민자인 유권자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창의적이고 

새로우며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voterschoice@rov.sccgov.org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9. 참석자: 공연 제작자들에게 연락하여 그들이 제작하는 콘서트나 행사의 등록 

테이블에서 배포할 수 있는 전단지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a. ROV 직원: 행사가 있고 공연 제작자들이 허용한다면 부스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아야 그에 따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b. 참석자: 우리가 초대받게 될 예정 행사는 계속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c. ROV 직원: 단지 소수의 목표가 아니라 모든 인구통계를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각 행사의 대상에 대한 정보를 주셔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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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 등록국 

선거 관리 계획 (EAP) 
스페인어 상담 회의록 

Mayfair Community Center  
2039 Kammerer Ave. San Jose, CA. 95116 

Lincoln Room 

2019년 6월 24일 월요일  

오후 4:00 ~ 5:30 
 

회의 참가자:  

San Jose 시의 커뮤니티 지원활동 코디네이터, Santa Clara 카운티 이민자 관계 부서의 대표 그리고 

스페인어 커뮤니티의 일반 시민 일곱 명 

참석 직원:  
Shannon Bushey, Vanessa Hamm, Magdalena Sta Maria, Priscilla Favela, Shelby Galaviz, Andrea Solorio, 
Allen Ocampo, Paulo Chang, Patricia Lopez, Dan Fiorenza, Bob Nguyen, Martin Ayala, Kelly Phan, Eric 
Kurhi, Chipo Mulenga, April Bracamonte, Janora Davis, Michael Borja, Jose Posadas, Liz Oviedo, Anazay 
Rivera 

조치 항목: 

• 유권자 선택법(VCA) 정보 카드를 스페인어로 제공 

• 온라인 홍보를 위한 디지털 VCA 정보 카드 전달 

• 스페인어 커뮤니티를 위한 추가 단일 언어 회의 제공 검토 

I. 소개 

참석자 환영 

시민 의견/질문: 

1. 참석자: 카운티 유권자 등록국인 Santa Clara의 건물에서 열리는 교육과 다른 것인가요 

아니면 그 일환입니까? 

a. ROV 직원: 과거 투표소가 있었을 때 여러분은 집에서 가까운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해야 했습니다. 이 새로운 모델을 통해서는 모든 유권자들이 우편을 통해 투표지를 

받습니다. 기존 투표소를 대신해 이제 선거구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선거 투표소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 투표소를 통해 모든 유권자가 좀 더 쉽고 편하게 

투표지를 제출하고 투표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 참석자: 우편 투표 유권자가 우편 투표 투표지를 제출하지 않고 투표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임시 투표를 해야 했는데 많은 유권자가 임시 투표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a. ROV 직원: 임시 투표자의 약 90%가 줄어들 것이며, 새로운 전자 태블릿을 통해 

유권자의 신분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고 투표 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쉬워질 

것입니다. 도입된 지 2년이 된 조건부 투표 덕분에 투표소에서 등록하고 투표하는 

것이 더 쉬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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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유권자 선택법 개요  

유권자 선택법(VCA)을 통해 이제 유권자들은 투표 방법, 시기,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우편 투표, 투표지 제출용 박스에 제출 또는 11일 내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의견/질문: 

1. 참석자: 유권자 선택법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더 빠르고 깨끗한 

선거를 하기 위해서입니까? 

a. ROV 직원: 주요 목적은 유권자들에게 편의성과 편리성을 제공하고 모두에게 

투표지를 우편 발송하여 투표소에서 더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투표율이 높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소수 커뮤니티까지 

도달하여 일반적으로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이 투표하도록 나오게 하는 것이 주요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투표할 것인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으며 때로 많은 사람의 투표를 유도하는 것은 투표지의 내용입니다. 

저희는 과거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적절한 시기에 추이를 파악하고자 하지만, 이 

유권자 선택법으로 인해 투표하러 나오는 유권자들의 수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투표하도록 유도하는 요인을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투표율이 

증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 참석자: 이미 전면적으로 우편 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주에서 유권자 투표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습니까? 

a. ROV 직원: 다른 주의 사례를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우편 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Oregon주의 경우 이제는 투표소 없어 우편 투표만 실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Colorado주는 이 모델을 실시하고 있지만 비율은 모릅니다. 

3. 참석자: 유권자 선택법에 대해 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 어떻게 알겠습니까? 

a. ROV 직원: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통과한 유권자 선택법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법적 요건은 없습니다만, 저희는 VCA에 대한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4. 참석자: 유권자 선택법은 카운티 법입니까 아니면 주 법입니까?  

a. ROV 직원: 카운티가 투표소 모델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주 법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일부이며 여기에는 선거 관리 계획(EAP) 초안에 대한 의견과 

피드백을 검토하여 영어와 더불어 8개 국어로 된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참석자: 유권자 명부를 얼마나 자주 확인하십니까? 

a. ROV 직원: 우리는 위증법 하에 유권자들이 해당 주소, 현 정보지에 살고 있다고 

서명한 유권자 등록 카드를 받습니다. 우체국, 자동차국(DMV), 주 총무처등 다양한 

출처로부터 주소의 변경 사항에 대해 전달받고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주 전역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로써 많은 유권자 기록들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6. 참석자: 이 VCA 카드에는 실행 계획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간단하면 좋겠고, 단순히 투표 실행 계획뿐 

아니라 쉽게 투표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나와 있으면 좋겠습니다. 카드를 통해 저는 

투표하는 방법은 알 수는 있지만, 투표가 얼마나 더 쉬워졌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7. 참석자: 저희는 현재 새로운 투표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으며 곧 140개 장소 중에 어디로 

가도 투표할 수 있는 새 시스템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얼마나 전자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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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러시아의 조사 보고를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a. ROV 직원: 다양한 보안 장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선거와 감사 전후에 타당성과 

정확성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의 전자 기술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투표에 사용되는 투표지 표시 장치라고 하는 새 투표 기계가 투표지를 인쇄합니다. 

이 투표지에 투표하고자 하는 곳을 찍어서 인쇄하게 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투표지는 저희 사무소로 반환되어 투표 

이후 22개월 동안 보관됩니다.  

8. 참석자: 제가 전자 투표를 할 경우에 종이 투표지를 보유하시나요?  

a. ROV 직원: 예. 유권자로서 여러분은 전자적으로 표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종이 한 장으로 인쇄되고 이를 기계로 가져가 처리하면 한 표가 행사되는 것입니다. 

투표 집계는 현재 선거구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선거일 밤의 결과는 이제 더 빨리 

나올 것이며 후보자로서 저는 여러분이 이를 반기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9. 참석자: 다섯 가지 사항에만 투표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여전히 다섯 가지 사항에 투표할 

수 있습니까? 

a. ROV 직원: 예. 종전과 같습니다.  

b. ROV 직원: 사람들이 번번히 투표지 뒷면을 보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는 

말씀을 잘 해주셨네요. 예를 들어 세 개의 카드를 받는 경우, 앞면에만 투표를 하고 

투표지를 뒤집어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 투표 기계가 일부 투표 

항목을 누락한 유권자에게 이를 알려 원하는 경우 되돌아가서 다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10. 참석자: 왜 2020년 6월 선거가 아닌 3월 선거가 되었나요? 날짜가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거가 바뀐 이유가 무엇이죠? 

a. ROV 직원: 입법 기관이 3월 예비 선거를 실행하도록 선거법의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1996년에 이를 시도하여 3월로 한 해 변경한 후 다시 6월로 

변경했으니, 한참 만에 처음으로 3월로 다시 돌아가는 셈입니다. 현재는 이전과 

같이 법을 다시 변경하지 않는 이상 모든 예비 선거는 3월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11. 참석자: 총선거는 여전히 11월에 실시됩니까? 

a. ROV 직원: 예, 변함없이 동일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12. ROV 직원: VCA는 일반적으로 카운티 내 각 유권자들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선거일 당일에 투표하는 방법, 선거일 29일 전에 투표하는 방법, 우편 투표 

방법의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했습니다. 유권자 선택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는, 

여러분의 선거일을 11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권자들에게 더 많은 투표 

선택권을 부여하며 이제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영구적인 우편 투표자가 되어 집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유권자들은 계속해서 이미 알고 있는 투표지 제출 장소를 

방문하여 투표지를 제출하거나, 선거일에 투표소를 방문하여 투표지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 기한이 있는 유권자들에게 좋은 

점은 11일 이내에 투표소에 와서 당일 등록하고 진술서에 서명한 후, 실제 투표지와 

봉투를 수령하여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사무소에서 이를 받아 이번 

선거에 투표 가능한 사람인지 확인하는데, 이것이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에서 설명한 

CVR입니다. VCA는 이제 유권자들이 진정으로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여 여러분의 커뮤니티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분이 이에 대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3월 선거뿐 아니라 향후 오랫동안 기념비적인 변화가 될 테니까요. 긍정적인 변화이고 

저희는 이런 변화를 제대로 이루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회의를 통해 

모두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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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참석자: 이제 유권자의 100%가 집에서 투표지를 받게 된다는 것이네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투표할 곳을 찾기 위해 검색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a. ROV 직원: 예, 시간이 흐를수록 더 줄어들 것입니다. 현재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가 20%에서 10%로 

줄어들기를 바라며 선거 때마다 조금씩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선거 당일이 아니라 조기 선거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선거 

당일에 줄을 길게 늘어서는 이유는 사람들이 몰랐거나 미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선거 당일에 줄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건부 유권자 등록(CVR)은 사람들이 등록하고 투표하기 때문에 선거일에 더 많은 

줄이 발생합니다. 2018년 11월 선거 때 사람들은 사무소에서 최대 3시간 줄을 서야 

했고 저희는 그런 분들을 지원해야 했죠. 그래서 빠른 대기줄과 CVR 대기열을 

마련할 것입니다. 

14. ROV 직원: 카운티 내 모든 사람에게는 2주의 주중과 주말이 선거할 수 있는 시간으로 

주어지며, 선거 기간은 선거일과 앞선 열흘을 포함하여 총 11일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투표하려는 사람 그리고 일찍 투표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 이러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III. 선거 관리 계획의 목표 

선거 관리 계획은 유권자 등록국(ROV)이 어떻게 VCA와 관련된 변경 사항을 이행하고 

커뮤니티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합니다. 

IV. 투표소/투표지 제출용 박스 선정 

ROV는 카운티가투표 소와 투표지 제출용 박스 후보지를 선정하는 데 유용한 유권자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투표소는 접근성이 좋아야 하며 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권자 의견/질문: 

1. 참석자: 모든 사람이 전체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라면, 투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시 투표입니까? 

a. ROV 직원: 아니요. 모든 투표소에 전자 선거인 명부 태블릿이 있을 것이며 이 

태블릿을 통해 누구든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San Jose에서 거주하고 

Palo Alto에서 일하는 사람의 경우, Palo Alto의 투표소로 가서 그곳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임시 투표를 할 필요는 없으며 여러분의 선거구에 해당하는 공식 

투표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b. 참석자: 전자 선거인 명부 태블릿에 자동으로 표시됩니까? 

i. ROV 직원: 태블릿을 통해 등록된 모든 유권자 정보에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투표 등록을 잊은 경우에는 당일에 가서 투표 등록을 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조건부 투표가 될 것입니다. 

2. 참석자: 선거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은 스페인어로 제공되나요? 

a. ROV 직원: 아니요, 영어로 제공됩니다. 모든 선거 공무원은 다른 언어 구사자라고 

해도 영어를 구사해야 합니다. 투표소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번역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일들도 도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참석자: 이전에는 등록국 사무소에 가서 한 달이나 삼 주 전에 사전 투표할 수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a. ROV 직원: 예. 

4. 참석자: “이렇게 하면 쉽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전단지가 있어서, 이렇게 

투표지를 제출할 수 있는 여러 투표소에서 얼마나 일찍 투표할 수 있는지 사람들이 알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아니라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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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더 쉬워졌는지 알려주는 전단지 말입니다. 30초 내에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상 걸리면 아무도 읽지 않을 거예요.  

5. 참석자: 투표소에는 몇 명의 투표 공무원들이 배치될 예정입니까? 

a. ROV 직원: 선거일 전 토요일과 같이, 어떤 날은 다른 날보다 더 바쁠 수 있기 때문에 

개소되는 11일이 언제가 될지에 달려 있습니다. 

b. 참석자: 이에 대한 일정은 나와 있습니까? 

c. ROV 직원: 유권자들을 맞이하고 도움을 제공할 직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과 

기타 자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d. 참석자: 시간은 어떻습니까? 

e. ROV 직원: 하루 최소 8시간씩 운영될 예정이지만 운영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며칠 정도는 밤과 아침, 주말까지 포함해서 같은 시간에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 며칠 동안 선거 운영에 이용할 수 있는 투표소가 얼마나 되는지, 

며칠이나 그 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지, 몇 시간이나 이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6. 참석자: 투표지 제출용 박스가 24시간 동안 운영되므로 24-Hour Fitness 체육관 밖에 

투표지 제출용 박스를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참석자: 지도는 무엇에 대한 지도입니까? 

a. ROV 직원: 보라색 구획이 있는 이 지도는 11일 투표소를 우선 교차 배열한 

것입니다. 11일 투표소와 4일 투표소의 두 단계가 있습니다. 선거일 10일 전 

50,000명의 등록 유권자당 하나의 투표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선거일 전 토요일인 

4일 전이 되면, 이것이 등록을 기준으로 125개소로 세분화되어 훨씬 더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 참석자: (유인물 참조하며) 여기에 이동 투표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가요? 

ROV 직원: 우리가 고려해야 할 14번째 기준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14개 기준 순위입니다. 지역이 넓은 다른 일부 카운티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갈 수 있는 투표소가 필요했습니다.  

V. 언어 접근성  

ROV는 모든 유자격 유권자들이 투표 과정을 이해하고 투표에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언어 접근성을 제공하는 다양한 수단을 카운티에 지원하고자 유권자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을 받지 못했던 언어 커뮤니티 및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선거 공무원 

모집에 대한 제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유권자 의견/질문: 

1. 참석자: 여러 언어로 공유될 수 있는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까? 

a. ROV 직원: 예. 곧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동영상을 하나만 만들었지만, 더 

많은 동영상과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관심 카드를 모든 언어로 번역했으므로 

앞으로 회의 때 다른 언어로 된 관심 카드가 마련될 것입니다. 

2. 참석자: 이 회의에는 2개 언어가 사용되는데, 스페인어만 사용하는 회의도 있습니까? 

제가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거나 스페인어만 구사한다면 통역 장비 없이는 여기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a. ROV 직원: 이 회의에는 스페인어 통역이 필요하신 분에게 통역을 제공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스페인어만을 구사하는 EAP 회의는 없습니다. 조만간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참여자들에게 유권자 선택법을 알리기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기 

위해 각 언어로 언어 워크숍을 개최할 것입니다.  

3. 참석자: 스페인어로만 된 회의가 없다는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이 스페인어로 

이 정보가 필요한 스페인어 구사자이며 복합적인 신분의 가정, 미국 시민, 이주 허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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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커뮤니티에서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면, 이번 캠페인과 

관련하여 매일같이 이런 압박을 받고 있는 스페인어권 커뮤니티에 특별히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 ROV 직원: 그 계획에 대한 응답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계획이 

실행되면 모든 커뮤니티로 지원 활동이 확대될 것입니다. 

4. 참석자: 저는 이것이 아주 새롭고 훌륭한 변화라고 생각하며 투표가 더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익숙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제도는 

새로운 대통령 선거, 인구 조사 등과 더불어 새로 도입된 것이며, 더 수월해질 수 있는 

만큼 익숙하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만 새롭게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알아야 할 또 다른 사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새롭고 흥미롭지만, 어려운 

점은 특정 상황입니다. 

a. ROV 직원: 현재 저희는 지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스페인 

커뮤니티의 회의에 참석하라”고 연락해 오는 모든 사람과 단체들에 유권자 

선택법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기 위해 스페인어 발표자를 보낼 

계획입니다.  

5. 참석자: 저는 제 모국어로 말하는 것이 훨씬 편할 뿐 아니라 모국어로 된 자료가 더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더 명확하기 때문이죠. 

6. 참석자: 이해는 다소 심오한 문제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정보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스페인어로만 열리는 회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어, 중국어로만 열리는 회의가 있다고 알고 있으므로 스페인 

커뮤니티에도 이러한 회의가 있어야 합니다.  

7. 참석자: 우리 히스패닉 사람들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a. ROV 직원: 저희는 프레젠테이션을 원하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8. 참석자: 저는 18세부터 투표를 해왔습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 이민자 커뮤니티에 너무나 

버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여러 달을 거주한 후 시민권을 받을 때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저처럼 캠페인을 운영하고 하나의 커뮤니티처럼 보이는 지원자를 

모집하는 사람들의 경우, 25년 동안 투표한 누군가를 밖으로 나가서 투표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개념은 유권자들이 11일 동안 투표할 수 있고 이제는 투표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장담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투표소가 없는데도 사람들이 지역 

선거구에서 투표하겠다고 말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며 

확실히 접근성은 개선될 것이지만, 단일 언어를 쓰는 이민자 커뮤니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며 

학교와 커뮤니티 센터에 이를 추진할 훌륭한 리더들과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 너무 

버거운 일입니다. Mayfair에는 좋은 노인 센터가 있으며 대부분이 스페인어 

구사자이므로, 이곳에 오시면 노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선거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하지만, 출마 후보가 많고, 라틴 

아메리카 출신 사람들은 좋은 후보를 뽑기를 원합니다. 저는 상황이 혼란스러워질 것 

같고 SIREN(서비스, 이민자 권익, 교육 네트워크), LUNA(새로운 미국을 위한 라틴 

아메리카 연합)와 같은 단체들 그리고 회원들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든 

협회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한 훌륭한 

단체들이 있지만 지금의 변화는 버겁고 두려우며 간단하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해볼 

만한 일이며 사람들을 교육할 있는 좋은 타이밍이므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a. ROV 직원: 몇 주 전 교육위원회와 회의가 있었고 여성 유권자 연맹과 함께 카운티 내 

모든 고등학교에서의 등록에 관해 모든 청소년에게 알릴 수 있는 민간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권자 선택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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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를 추가할 수 있는지 문의한 상태입니다. 그들에게는 훌륭한 미디어 팀과 

공공 및 입법 업무 부서가 있고 학교를 통해 정보를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회의를 할 수 있다고 들어서, 지금 회의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9. 참석자: 저는 유권자 선택법과 관련해 우리가 어려운 일이라고 보는 사항을 전달할 

포커스 그룹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일에 매우 들떠 있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누구도 “이 새로운 변화에서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라틴계 커뮤니티에서 전통적인 유권자 투표율에 

기여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포커스 그룹을 만들어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장애물은 

무엇인가”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커뮤니티는 풍부한 

지식을 갖추고 있으므로 그냥 정보를 주는 대신에,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a. ROV 직원: 저희가 구성한 언어 접근성 자문 위원회(LAAC)에서 또 다른 기회를 찾을 

수 있으며, 현재 각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있는 신규 회원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스페인 대표는 공석입니다. 이 위원회는 이제 막 시작되어 두 번의 회의가 있었으며 

매달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회원은 아직 모집 중입니다. 타갈로그어 회의에서는 

타갈로그어를 구사하는 회원을 근래에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언어 접근성 자문 

위원회(LAAC)는 우리 커뮤니티의 언어 접근성 문제 해결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과 관련해 유권자 교육 및 지원 활동 연합(VEOC)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 및 장애인 커뮤니티를 위한 위원회와 언어 위원회를 

만들었지만, 교육에 더 많은 중점을 두고자 말 그대로 강사를 교육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VEOC 위원회 연합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한 

기회도 있습니다. 

10. ROV 직원: 과거에는, 예를 들어 800개의 선거구가 있으면 400개 선거구만이 스페인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즉, 5개 선거구에 스페인어만 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VCA를 통해 

우리는 투표소에 2개 언어를 구사하는 직원들을 두고 유권자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 참석자: 투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표가 집계될 

것이라는 사실에 좀 더 위안을 얻을 수 있어야 하고, 투표지를 작성하는 방법과 투표할 

장소에 대해 익숙해지는 등, 때로는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이 모든 신기술과 새로운 법은 유권자들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a. ROV 직원: 75-80%의 사람들에게는 투표하는 방법에 변화가 없지만 20-25%의 

나머지 유권자들에게는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12. ROV 직원: 저희 웹사이트의 모든 자료는 스페인어로 번역될 예정입니다. 투표자 정보 

가이드에 정보를 담았으며 정보를 받고자 요청한 모든 유권자에게 이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웹사이트 업데이트가 진행 중이지만, 이 법에 관한 정보는 

웹사이트에 스페인어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몇 

페이지는 누락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4페이지가 스페인어로 되어 있습니다. 

13. 참석자: 기본적으로 영어를 해야 하며 스페인어뿐 아니라 네 개 언어, 즉 베트남어, 

중국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같은 두 번째 언어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공무원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언어는 영어입니다. 

a. ROV 직원: 언어는 확대 중이며 공식 투표지에 사용하는 언어는 총 9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힌디어, 일본어, 한국어, 크메르어의 4개 언어를 추가 중이며 

투표지에는 9개 언어가 표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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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투표 접근성 

ROV는 자격이 있는 모든 유권자들이 투표 절차를 이해하고 투표에 대해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인 및 장애인 유권자에게 접근성을 제공하는 다양한 수단을 카운티에 

지원하고자 유권자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시민 의견/질문: 

1. (없음) 

 

VII. 지원 활동 기회  

ROV는 카운티 유권자들에게 가장 잘 다가갈 수 있고 VCA와 함께 다가올 선거의 변화를 

유권자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입장과 지원 방법을 판단하기 위해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의견/질문: 

1. 참석자: 대부분의 학교에는 모든 교육구에서 함께 모이는 “학부모 대학” 또는 “가족 

대학” 워크숍이 있으며, 만약 누군가 영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중국어로 유권자 선택법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곳이든 이미 행사에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빠르게 많은 사람과 유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3시간 동안 200명을 모았고 여러분은 짧은 시간 동안 새로운 

사람들에게 이를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2. ROV 직원: 자료와 유인물은 다양한 언어로 제작할 것이며 여러분 모두에게 소프트 

카피를 전달해드릴 수 있습니다. VCA를 위해 함께 애쓰는 것은 커뮤니티의 노력이지만, 

커뮤니티 파트너의 도움도 분명 필요합니다. 

3. ROV 직원: 우리는 모든 커뮤니티에 다가가는 것에 대한 걱정과 당일 투표하러 나오는 

특정 언어의 원어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의 특정 커뮤니티가 아니라 함께 노력하고자 하는 모든 커뮤니티에 지원 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관심 카드를 통해 여러분의 모든 우려를 적어 

생각을 전달할 수 있으며, 모국어로 이 과정을 익히는 데 편안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한 많이 돕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유권자 교육 및 지원 활동 

연합을 제공하고 이를 여러 언어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러한 회의를 

개최하여 그 정서를 이해하고 지원 행사를 위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행사나 워크숍에 

대한 정보를 얻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런 다양한 우려에 대해 알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모든 커뮤니티와 함께 협력하여 도울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는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몇 명의 직원이 지원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이 포럼만 모든 커뮤니티에서 모든 

언어에 접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 접근성 자문 위원회도 

있습니다. 이 모든 회의에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하며 회의는 매달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커뮤니티에서 오신 분이 아직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이 위원회에서 말씀해주시고 커뮤니티에서 생각하는 요구들을 전달해 

주십시오. 저희는 알고 있는 연줄을 통해 아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회의를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면 여러분 중 누구라도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투표 접근성 자문 위원회라고 하는 또 다른 위원회도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들이 적절한 투표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운영 중인 

모든 위원회에 대한 참여를 환영합니다. 스페인어 회의이지만, 누구든 오셔도 좋습니다. 

총회라고 해도 영어를 구사하는 유권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모두에게 열려 있으므로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고 싶어 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유권자 교육 및 지원 활동 연합(VEOC)입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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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이며 우리가 수립한 계획을 보여드렸습니다. 수립된 계획은 모두 번역될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들이 올 수 있는 수업이 필요하며 참여하고 싶고 새로운 제도에 대해 알고 

싶다고 말한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수업이 주로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지역에서 

열린다면, 알려주십시오. 2개 언어를 구사하는 직원 중 한 명을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원 활동 자료를 가져와 보여드릴 것이니, 여러분은 이를 가지고 가서 

여러분의 커뮤니티에 보여주십시오.  

4. 참석자: 설레는 변화지만 갑작스러운 큰 변화라고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지금 압박을 

느끼고 있고, 아무리 작다 해도 새로운 변화는 어쨌든 압박을 더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어의 익숙함 정도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소속감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제게 친절하지 않거나 제 자료를 스페인어나 

베트남어로 제공하지 않는다면, 커뮤니티에서 많은 압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겁이 

날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장소에 있을 사람들을 

교육하는 그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a. ROV 직원: 이러한 이유로 선거 두 달을 앞두고 지금 바로 지원 활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계획하는 것이며, 

가을에 몇 차례 회의를 더 하면 모든 것이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5. 참석자: 저는 메시지의 일관성이 스페인어 언론 매체에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페인인을 위한 관할지가 지난 10년 동안 서른 개에서 십여 개로 감소하면서 스페인어 

매체 수도 크게 줄었습니다. 라디오는 많은 사람이 일하면서 듣기 좋은매체입니다. 

6. 참석자: 제가 스페인 라디오 방송국 La Kaliente의 관리자를 알고 있으니 확인해 

보겠습니다.  

7. 참석자: 사람들이 더 이상 TV를 보지 않으므로 소셜 미디어에 공을 들여주세요. 

8. ROV 직원: 유명하거나 폭넓은 팔로워를 보유하여 커뮤니티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사람을 알고 있다면 연락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한 파트너십이 바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8월 초쯤에 킥오프 회의가 있을 예정이며, 여러분들이 이 

회의에 오셔서 의견과 우려 사항들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VIII. 기타 항목/질문 

시민 의견/질문: 

1. 참석자: 저는 선거의 무결성이 우려됩니다. 2016년에 한 신사가 투표를 하기 위해 

선거구를 방문했는데, 그 분은 이곳 주민이 아니라 Las Vegas에 살고 있었습니다. Las 

Vegas에서 이미 투표를 마쳤는데도 여기에 투표를 하겠다고 온 분이었습니다. 

a. ROV 직원: 이곳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 생각되면 지구 검사에게 넘겨서 조사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2. ROV 직원: 가능한 시설을 찾아볼 때 저는 시연을 해보기 위해 다시 방문해도 되는지 

물어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새로운 기술을 대중과 다양한 커뮤니티 단체들에 

소개하고자 하며 그들이 이 새로운 기술들을 와서 살펴보고 질문할 수 있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에 친숙함을 느끼고 이러한 보안 관련 질문을 통해 안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일은 전에 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시도하는 일입니다. 

3. 참석자: 선거 무결성으로 돌아와, 중국 및 러시아의 해커들과 그 같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에 장난을 칠 가능성은 없습니까?  

a. ROV 직원: 보안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어떤 문제도 없었습니다. 국토 안보부, 카운티 

정보 보안 최고 책임자, 카운티 개인정보 보호 최고 책임자, 주 총무처등과 함께 

일하고 있며 연방, 주, 지방 수준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해킹 테스트와 

피싱 교육을 실시하고 새로운 피싱 기술을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집계 시스템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테스트를 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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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서 결과를 도출하고 제대로 집계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계 전후에 

테스트를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인터넷에 연결된 시스템에 넘겨 

게시합니다. 

4. 참석자: 제가 알기로는 국경을 넘어가기만 하면 NGO가 그들을 카운티 사무소로 데려가 

유권자 등록 카드를 포함한 전체 패키지를 준다고 들었습니다. 

a. ROV 직원: NGO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유권자 등록국에서 유권자 등록 시 사회 

보장 번호, 사회 보장 번호 뒷번호 네 자리나 운전 면허증으로 신분을 확인합니다. 

5. 참석자: 여기 California와 New York에서는 주민인지 알 수 없어도 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고 투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a. ROV 직원: 아니요. 투표하려면 반드시 시민이어야 합니다. 모든 칸을 정확하게 

작성했는지 확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민이 아니더라도, 시민이 아닌 상태로 

와서 “나는 투표하러 투표소에 왔습니다”라고 말한 진술서를 증거로 파일에 

보관합니다. 모든 정보는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파일로 보관되며, 이는 2년 

이상 보관하는 정보입니다. 

b. 참석자: 이민자로서 시민이 아닌 경우에 투표하는 것은. 가중 처벌이 가능한 

중죄이며 강제 추방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6. 참석자: ROV가 발송하는 팸플릿에 관해서인데, 선거 얼마 전에 발송하십니까? 

a. ROV 직원: 법에서는 선거일 40일 전에 발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펴내고자 합니다. 팸플릿은 매일 트럭 분량으로 들어오며 잉크젯을 통해 

주소를 인쇄해야 하기 때문에 발송에 몇 주가 걸립니다. 작은 선거 규모에 따라 

40일과 10일 사이에 펴내는데, 준비할 것이 적으면 더 일찍 나가기도 합니다. 한편, 

만드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는 100페이지 분량의 팸플릿이 나가는 대규모 

선거의 경우 나중에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7. 참석자: 주 팸플릿은 ROV가 팸플릿을 펴내기 이전인가요 아니면 이후에 나오나요? 

a. ROV 직원: 주 팸플릿은 그 전에 나옵니다. 주에서는 가구당 하나의 팸플릿을 

발송하고 그런 다음 저희의 경우, 누군가 스페인어를 선택했다고 해도 모두에게 

영어 팸플릿을 발송합니다. 그래서 우선 수백만 부의 팸플릿을 우편 발송하고 난 

다음 해당 언어를 발송합니다. 여러분은 우선 영어 팸플릿을 받은 다음에 해당 

언어로 된 팸플릿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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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a Clara 카운티 선거 관리국 

선거 관리 계획 (EAP) 
중국어 상담 회의록 

Quinlan 커뮤니티 센터 
10185 n. Stelling Rd, Cupertino, CA 

사회실 

2019년 6월 25일 화요일 

오후 5:30 ~ 7:00 

 

회의 참가자: 

Cupertino 부시장, 대만 투표 센터의 대표자, Alameda 카운티 ROV 대표자 및 공공 위원 

참석 직원: 
Shannon Bushey, Vanessa Hamm, Andrea Solorio, Shelby Galaviz, Michael Borja, Magdalena Sta Maria, 
Priscilla Favela, Janora Davis, Patricia Lopez, Allen Ocampo, Linh Nguyen, Michelle Tran, Adrian Garcia, 
Paulo Chang, Alfred Gonzales, Eric Kurhi, Rachel Jung, Liz Oviedo, Chipo Mulenga, George Hiu, Mike 
Davis, Martin Ayala, Smita Shah, Lorenzo Castaneda, Diane Castaneda, Ruth Luo, Chenxi Ye 

I. 소개 

참석자 환영 

 

II. 유권자 선택법개요 

유권자 선택법(VCA)을 통해 이제 유권자들은 투표 방법, 시기,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우편 투표, 드롭 박스 투표 또는 11일 내 투표 센터에서 직접 투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VCA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III. 선거 관리 계획의 목표 

선거 관리 계획은 유권자 등록처(ROV)가 어떻게 VCA와 관련된 변경 사항을 이행하고 

커뮤니티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합니다. 
 

ROV 프레젠테이션: 

1. ROV 직원: 투표 센터와 14 개의 기준에 대해 설명합니다. 직원들은 투표 센터가 

너무 작다는 것을 예로 보이기 위해, Cupertino 커뮤니티 센터의 사회실을 

이용했습니다. 투표 센터를 식별하는 직원들이 소개되었고 참석자들에게 직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투표 센터 위치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을 위해 

투표 센터 정보지에 연락처 정보가 기재되었습니다. 문제는 시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간을 줄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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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OV 직원: 데이터 관점에서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 GIS 매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도 관련하여, 11일 투표 센터에 대한 설명과 투표 센터 및 투표지 드롭오프 위치에 

대한 14 가지 기준을 소개합니다. 이 기준의 몇 가지 예는 언어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합니다. GIS 매핑은 데이터의 양에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의견이 필요합니다. 

3. ROV 직원: 본 회의 후에 투표 센터나 EAP에 관한 제안이 있는 경우, 유권자 선택 

웹사이트의 의견 양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sccgov.org/voterschoice. 이러한 

양식은 다음을 통해 ROV로 우편 발송 또는 이메일로 전송 될 수 있습니다 
voterschoice@rov.sccgov.org. 

 

유권자 의견/질문: 

1. ROV 직원: 우리는 특히 중국 커뮤니티의 EAP 관련 의견을 원하지만, EAP 초안 

개발에 관련 모든 의견을 받고 싶습니다. 어디에서 지원 활동을 하고, 투표 센터 

위치를 찾고, 커뮤니티내에서 드롭오프 박스를 배치해야 합니까? 

2. 참석자: 투표 센터를 위한 12 또는 14 일, 이것은 연속적인 날이 되어야 합니까? 일부 

교회들이 좋은 수 있습니다. 일부 교회들은 장비를 수용할 수 있는 큰 장소를 갖고 

있습니다. 

a. ROV 직원: 찬성합니다. 그 날들은 연속적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유권자들이 

친숙한 좋은 장소이지만 제공되는 다른 서비스 때문에 항상 오래 연속적인 날을 

수용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화요일 (전형적인 선거일)은 교회의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장소 사용이 더 쉬웠습니다. 이제, 그들은 교회 

서비스와 다른 교회 활동으로 인해 주말이 아닌 ROV 평일만 제공할 수 있게 

될지 모릅니다. 또한 장비를 설립 및 분해하기 위해 하루 또는 이틀의 시간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투표지 및 투표 장비에 대해 효율적인 보안을 

갖추는 것과 동일합니다. 

3. 참석자: 유권자들이 투표를 한 후에도 투표 용지가 동일한 위치에 있게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a. ROV 직원: 투표지는 매일 밤 표결 센터에 안전하게 잠금 및 밀봉 보관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능한 안전하고 보안적인 장소가 필요합니다. 투표 

센터에 대해 더 질문이 있습니까? 그것은 Cupertino가 아닌 카운티 내 어디도 될 

수 있습니다. voterschoice@rov.sccgov.org 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4. ROV 직원: 오늘 “투표 방법 선택”이라는 전단지를 가져왔습니다. 이 전단지는 VCA 

및 새로운 카운티 투표 방법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웹사이트의 유권자 선택법 탭에서 또한 보실 수 있습니다: 
www.sccvote.org/voterschoice.  

a. ROV 직원: ROV는 또한 언어 접근성 자문 위원회 (LAAC), 투표 접근성 자문 

위원회 (VAAC), 그리고 유권자 교육 복지 연합 (VEOC)에 참여에 대중을 초대하는 

“관심 카드”를 또한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LAAC 회의를 열고 있으며, 우리는 

다양한 언어 커뮤니티의 의견을 필요로 합니다. VAAC는 장애인 또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성에 

대한 의견을 필요로 합니다. VEOC는 새로운 투표 시스템에 대해 커뮤니티 대한 

아웃리치 그리고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VEOC를 통해, 여러분들의 

커뮤니티를 도울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위원회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참석자 중 한 명이 이미 우리에게 투표 센터를 

제공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투표 센터에서 언어로 도와줄 수 있는 새로운 

직원과 자원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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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OV 직원: ROV는 새 선거 공무원과 투표 센터를 위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과거와 같이 자원 봉사자 봉급을 여전히 제공할 것이지만 투표 센터에 충분한 

직원을 갖기 위해 추가적으로 카운티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9월에 

면접 및 고용을 위해 전화를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이 지원에 

관심이 있는 경우 카운티 웹사이트 http://www.sccgov.org/jobs 에서 “선거 인력”을 

검토하십시오. 

6. ROV 직원: 제가 우편 투표 (VBM) 유권자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사람이 우편 

투표지를 받게 되나요? 모든 사람이 VBM 유권자라면 저는 투표 센터에 가서 투표할 

수 있습니까?  

a. ROV 직원: 물론입니다! VCA를 통해 모든 유권자는 우편 투표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우편으로 투표지를 받게 됩니다. VCA 투표 센터와 비교하여 투표 

선거구/투표소의 또 다른 차이는 이제 주문형 투표지 (BOD) 프린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등록에 따라 특정 투표소로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귀하가 

방문하기를 선택한 투표 센터에서 투표지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VCA를 

시행하면 필요한 임시 투표지의 수는 크게 내려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Santa Clara 카운티에서 투표를 할 것인데 San Francisco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 

때 임시 투표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Berger Drive의 ROV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제 120 + 투표 센터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투표 

센터 직원들은 새로운 장비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CVR (조건부 

유권자 등록)의 예를 들면, 직원들은 사람을 등록시키고, 작성할 진술서를 

제공하며, 나중에 우리 카운티에서 투표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것을 

봉투에 넣을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VEOC, 즉 유권자 교육 복지 

위원회를 참조하십시오.  

7. 참석자: 투표 센터에 대해 직원과 자원 봉사자를 훈련시키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a. ROV 직원: 우리는 투표소보다 투표 센터 당 더 많은 직원을 둘 것입니다. 각 라인 

당 직원을 배치하여 인사를 하도록 하고 이전에는 자원 봉사자들이 일일 훈련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투표 센터를 열기 전에 사오일동안 직원을 훈련시킬 

것입니다. 

b. 참석자: 이 절차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c. ROV 직원: 비슷하지만, 환경은 동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투표 시스템은 매우 

다릅니다. 모든 것이 전자 투표책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객 서비스 및 

민감도 훈련을 위해 훈련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투표 기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ROV 사무실에서만 제공되던 서비스가 투표 센터에서 제공될 

것입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절차가 업데이트 되었으며 우리는 처음부터 

올바르게 진행을 하길 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커뮤니티입니다. 우리 모두 

일을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8. 참석자: 몇 시간 며칠입니까? 

a. ROV 직원: 하루 8 시간, 11일부터 4일까지 다양합니다. 우리는 직원들의 시간과 

훈련에 대해 지불을 할 것입니다. 

9. 참석자: 이상적인 투표 센터는 얼마나 큰 것입니까? 

a. ROV 직원: 우리가 사용하던 “큰 방”의 세 배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최소 

40'x40'를 원하지만, 60'x60'를 선호합니다. 

10. 참석자: Google과 같은 대기업들과 얘기해 보셨습니까? 

a. ROV 직원: 대기업에게 말하자, 주차를 포함하여 개방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요구되는 일수 및 시간동안 열려 있어야 합니다. 

b. 참석자: 그들은 보안에 대해 걱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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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참석자: 시설 내에 시스템 또는 서버를 가져올 경우,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d. ROV 직원: 맞습니다. 우리는 투표 센터 위치에 관계없이 항상 보안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보안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매하는 

시스템을 다른 카운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시스템은 

안전하고 인증 및 시험을 거쳤습니다. 장비는 주 국무 장관의 인증도 받아야 

합니다.  

11. 참석자: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 중 일부는, 저는 일반 투표 커뮤니티와 임시 

투표지의 보안에 대해 각기 다른 투표 소수 집단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할 

것입니다.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하여 그들이 새 투표 시스템에 대해 알게되면, 

그들이 소수 집단들의 참여를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a. ROV 직원: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회의 후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12. 참석자: 여전히 종이 투표 용지가 사용될 것입니까? 

a. ROV 직원: 예, 여전히 종이 투표 용지를 사용할 것입니다. 우편으로 종이 투표 

용지를 받게 되며, 투표 센터 방문을 선택하는 경우, 그 자리에서 투표 용지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13. 참석자: CVR 관련하여, 방금 이사한 사람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들이 이사하였는 

지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들이 바로 다음 날 다시 이사를 갈 수도 있습니다. 

a. ROV 직원: 그들은 위증법 하에 따라 진술서에 서명해야 하며, 어떠한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필요 시 추가 조치를 취할 지방 검사가 정보를 전달받게 

됩니다. 하지만 CVR 투표 용지가 집계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우리 

유권자 등록 부서는 이러한 주소 변경과 유사한 종류의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송부할 수 없다고 말하면, 모든 

정보를 받고 거주지 확인을 위해 우편을 보내드립니다. 우리는 주 전역에서 

사용하는 VoteCal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처리하며, 그것이 저희에게 통보를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처리하는 908,000개의 유권자 기록이 있습니다. 

유권자 기록이 중앙화 된 시스템에 있기 때문에, California 주에서 한 번 이상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b. 참석자: 훈련이 이 모든 것을 다룰 수 있겠습니까? 

c. ROV 직원: 우리는 여러분께 모든 일반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더 복잡한 

상황이 있다면, 투표 센터 내에서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14. 참석자: 여러분이 칼리지로 이사 들어가는 경우, 어디에서 살고 있다고 말합니까? 

a. ROV 직원: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하나의 주소를 선택합니다. 

b. 참석자: San Diego에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c. ROV 직원: 귀하의 우편 주소를 San Diego로 정하고 학교에서 멀리있는 동안 

Santa Clara 카운티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San Diego에서 등록을 

하기로 선택하면, 더이상 Santa Clara 카운티에서 등록되지도 않고 투표할 

자격도 없게 됩니다. 

d. ROV 직원: 우리는 주 전역 데이터베이스에 있습니다. 다른 카운티에서 투표를 

하는 경우 그것을 알 수 있으며, 그것이 집계되어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위증법 하에 서명을 합니다. 

15. 참석자: 더 큰 투표 센터로 통합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백업이 있습니까? 

a. ROV 직원: 여러분은 1 인당 유권자를 보시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며, 인구조사 정보를 살펴보고 과거에 대상으로 했던 유권자 

지역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인구양을 보고 있으며 기준에 기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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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참석자: 사람이 가장 멀리 이동하는 거리는 무엇입니까? 이전 모델은 집에서 

가까웠습니다. 

a. ROV 직원: 모든 인구에게 편리할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노력하는 부분이며 현재 여러분과 회의를 하는 이유입니다. 2018년 대부분 

선거일에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이제 일수가 길어서, 사람들이 더 미루고 

끝날 무렵에 올 수 있습니다. 더이상 한 곳에서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되며 

집에서 근접한 투표 센터가 없는 경우,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더이상 제약적이지 않습니다.  
 

IV. 투표 센터/드롭 박스 선정 

ROV는 카운티가 투표 센터와 드롭박스 후보지를 선정하는 데 유용한 유권자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투표 센터는 접근성이 좋아야 하며 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권자 의견/질문: 

1. 참석자: 투표 드롭 박스는 어떻습니까? 100% 우편 투표지를 받는 것이지요? 목표는 

100% 우편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투표 경험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면요.  

a. 참석자: 하루는 투표소에 단지 25명의 유권자만 있었습니다. 

b. ROV 직원: 유권자의 75%에게는 아무 것도 변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투표 용지를 우편으로 보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준비를 

해야합니다. 
 

V. 언어 접근성 

ROV는 모든 유자격 유권자들이 투표 과정을 이해하고 투표에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언어 접근성을 제공하는 다양한 수단을 카운티에 지원이중자 유권자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을 받지 못했던 언어 공동체 및 2개 언어를 구사하는 

선거 공무원 모집에 대한 제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시민 의견/질문: (없음) 

 

VI. 투표 접근성  

ROV는 자격이 있는 모든 유권자들이 투표 절차를 이해하고 투표에 대해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인 및 장애인 유권자에게 접근성을 제공하는 다양한 

수단을 카운티에 지원하고자 유권자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시민 의견/질문: (없음)  

 

VII. 아웃리치 기회  

ROV는 카운티 유권자들에게 가장 잘 다가갈 수 있고 VCA와 함께 다가올 선거의 변화를 

유권자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입장과 지원 방법을 판단하기 위해 유권자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의견/질문: 

1. ROV 직원: 우리는 광고, 소셜 미디어 및 아웃리치를 포함하여 아직 사용하지 않은 

도로의 정보를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정 커뮤니티에는 어떻게 

접근합니까? Next-door은 훌륭한 아웃리치 도구였습니다. 우리는 커뮤니티의 

아이디어를 구하고 있습니다. 

a. 참석자: 중국인에게는 WeChat 및 WhatsApp을 사용합니다. 또한, 중국어 라디오. 

3. ROV 직원: 간행물은요? 

a. 참석자: Tsingtao은 주로 노인들을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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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참석자: 자신의 개인 Facebook 페이지에 사람들이 다시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미지나 게시물을 만드십시오. 

4. 참석자: 젊은이들에게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전단지 디자인 공모전을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비디오 클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참석자: 고등학교 아이들은 학부모들에게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지도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b. 참석자: 일부 학교 아이들과 함께 하여 아이들의 디자인을 게시할 수도 

있습니다.  

c. ROV 직원: “재게시” 경품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개시를 하면 상품을 보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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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 등록국 

선거 관리 계획(EAP) 
한국어 커뮤니티 상담 회의록 

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 등록국 
1555 Berger Dr., Bldg 2, San Jose, CA 95112 

Auditorium 

2019년 6월 27일 목요일 

오후 2:00 - 3:30 

 

회의 참가자:  

한국어 커뮤니티 소속 회원 7명.  
 

참석 직원:  

Shannon Bushey, Vanessa Hamm, Andrea Solorio, Michael Borja, Magdalena Sta Maria, Shelby Galaviz, 
Priscilla Favela, Janora Davis, Patricia Lopez, Allen Ocampo, Linh Nguyen, Michelle Tran, Adrian Garcia, 
Paulo Chang, Alfred Gonzales, Eric Kurhi, Rachel Jung, Liz Oviedo, Chipo Mulenga, George Hiu, Mike 
Davis, Martin Ayala, Smita Shah, Lorenzo Castaneda, Diane Castaneda, Bob Nguyen, Aaron Wong  
 

조치 항목: 

• Korean American Community Services 센터에 투표지 제출용 박스를 추가하는 사안에 대한 

참가자들과의 후속 협의.  

• 초대형 교회 예정지를 투표소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참가자들과의 후속 협의.  

• 강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와 관련해 참가자들과의 후속 협의.  

• 한국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지원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참가자들과의 후속 협의.  

•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에도 게시할 수 있는 지원 홍보 전단의 디지털 사본 제공. 

• 유권자 교육을 위해 찾아보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단체의 웹사이트에 모든 

디지털 지원 자료 추가. 

의제 항목: 

I. 소개 

참석자 환영  

II. 유권자 선택법 개요 

유권자 선택법(VCA)을 통해 이제 유권자들은 투표 방법, 시기,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우편 투표, 투표지 제출용 박스에 제출 또는 11일 내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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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V 프레젠테이션:  

1. Shannon Bushey가 VCA를 간단히 설명합니다. 

2. VCA 개요 발표는 한국어로 진행되었습니다. 

3. ROV 직원: 오늘 회의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a. 참석자: 이메일과 Facebook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III. 선거 관리 계획의 목표 

선거 관리 계획(EAP)은 유권자 등록국(ROV)이 어떻게 VCA와 관련된 변경 사항을 

이행하고 커뮤니티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합니다. 
 

ROV 프레젠테이션:  

ROV 직원: 저희는 EAP 초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8월 30일에 이를 발표하고 의견을 

구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 초안은 저희 웹사이트에 사전 공개되므로 

유권자 분들이 미리 살펴보고 웹사이트나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는 Santa Clara 카운티의 유권자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12개 

지역에서 이런 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언어로 여러 커뮤티니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커뮤니티의 투표소 위치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 있나요? 지금 바로 제안을 적어주시거나 직접 말씀해 

주시거나, 나중에 이메일로 주셔도 됩니다. 또한 광고할 수 있는 한국어 미디어를 

찾고 있습니다. 고령자 및 장애인 커뮤니티를 위한 노인 센터와 관련된 제안도 

받습니다. 이런 의견을 구하고자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EAP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 총무처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IV. 투표소/투표지 제출용 박스 선정  

ROV는 카운티가 투표 소와 투표지 제출용 박스 후보지를 선정하는 데 유용한 

유권자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투표소는 접근성이 좋아야 하며 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ROV 프레젠테이션: 

1. ROV 직원: 저희는 현재 이전의 투표소보다 수용 면적이 훨씬 더 크고 기능도 많은 

120-125개소의 투표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투표소는 고작 4-5명이 들어가면 

꽉 찰 정도로 작았습니다. 이제 이 공간은 8-15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40 x 40 

또는 60 x 60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서비스 센터라고도 할 수 있죠. 

투표소는 아침 일찍 개소하며 한 번에 4일 또는 11일간 운영되는데, 비용이나 

가용성 문제로 인해 이 조건에 맞는 곳을 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2. ROV 직원: 14개 기준 목록을 이용하여 투표소 후보지를 선정하는 작업은 현재 60-

70% 정도 완료되었습니다.  

3. ROV 직원: 장소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voterschoice@rov.sccgov.org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4. ROV 직원: 2018년에는 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의 약 75%가 우편 투표(VBM) 

대상이었으며 이번에는 100%가 됩니다. 이러한 VBM 유권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투표지 제출용 박스 개수도 늘릴 것입니다. 2018년에 투표지 제출용 박스는 

55개였지만 현재 요건은 유권자 1만 5천 명당 1개소이므로 총 78개소가 

필요합니다.  

181

mailto:voterschoice@rov.sccgov.org


 

 

5. ROV 직원: 이런 투표소의 변화와 함께 2명의 직원, 자원봉사자 그리고 추가 지원 

담당자들이 일하게 됩니다. 즉, 카운티를 위해 일하게 될 추가 지원 담당자들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작업은 Employment Services Agency(ESA, 채용 서비스 에이전스)를 

통해 진행됩니다. 또한 약 1,800명의 직원 및 250여 명의 팀장급도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웹사이트 https://www.governmentjobs.com/careers/santaclara 를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고등학교 학생들에서 성인에 이르는 다양한 유급 

직원들도 채용할 예정이며, 채용 과정은 자원봉사자 모집과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전직 투표소 근무자 및 자원봉사자에게 연락할 것이며 이를 위해 여러분 커뮤니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유권자 의견/질문: 

1. 참석자: 한국인들은 대개 한국 마켓에 갑니다. 투표지 제출용 박스 관련 요건이 

있나요? 

a. ROV 직원: 투표지 제출용 박스 요건은 유권자 1만 5천 명당 1개소지만 여유 

있게 더 많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보안 기능이 있는 야외 및 실내 투표지 

제출용 박스가 설치될 예정이며 관련 기관에서 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b. ROV 직원: 시설 및/또는 부지 소유자에게 사슬로 투표지 제출용 박스를 임시 

고정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즉, 박스를 바닥에 고정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2. 참석자: 코리안 센터에 투표지 제출용 박스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 확인해 볼게요. 

매일 센터에 70-80명이 오시는데 이벤트가 있을 때는 300명이 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리안 센터에 투표지 제출용 박스를 설치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초대형 

교회는 어떤가요? 일부 초대형 교회들은 자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자들도 

수천 명에 달합니다. 

a. ROV 직원: 이런 교회들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교회에 따라 일요일에는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며칠이나 쓸 수 있는지 봐야죠.  

b. 참석자: 교회에서 투표소 위치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136 Burton 

Avenue에 부지가 좀 있는데 작긴 하지만 투표지 제출용 박스를 설치하는 

데는 충분할 겁니다. Sherman Oaks Community Center 역시 좋은 곳이지만 

시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죠.  

3. 참석자: 투표지 제출용 박스는 무인으로 운영하나요?  

a. ROV 직원: 그렇습니다. 투표지 제출용 박스는 24시간 야외에서 운영합니다. 

마치 우체통 같은 거죠. 금속제고 매우 무거워서 사슬로 고정해야 합니다. 

b. 참석자: 수거하는 사람이 있나요? 

c. ROV 직원: 저희가 날짜에 맞춰 가져갑니다. 수거 날짜는 투표지 제출용 

박스에 표시되며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더 자주 수거를 진행합니다. 현재 

저희는 도서관, 학교, 시청, 대학교, 소방서, 그리고 몇몇 쇼핑몰에도 투표지 

제출용 박스와 관련해서 문의를 해놓았습니다. 실내 투표지 제출용 박스의 

경우 해당 건물의 운영 시간 및 선거일 당일 운영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4. 참석자: 건물이 오후 5시에 닫으면 선거일 밤에는 누가 늦게까지 있어야 겠네요? 

a. ROV 직원: 선거일 밤에요? 저희는 선거일 밤에는 특별 운송을 하며 투표지 

제출용 박스가 설치된 곳의 운영 시간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 운송 업체가 

투표지를 꺼내고 투표지 제출용 박스를 밀봉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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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언어 접근성  

ROV는 모든 유자격 유권자들이 투표 과정을 이해하고 투표에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언어 접근성을 제공하는 다양한 수단을 카운티에 지원하고자 유권자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을 받지 못했던 언어 공동체 및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선거 공무원 모집에 대한 제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ROV 프레젠테이션: 

ROV 직원: 한국어는 캘리포니아주의 필수 언어입니다. VCA를 통해 9개 언어로 공식 

투표지를 제작하며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한국어로 된 투표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 ROV 직원: 투표지는 이제 한국어/영어, 스페인어/영어, 이렇게 2개 언어로 

표시됩니다. 유권자 등록 양식을 작성하여 특정 언어로 투표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b. ROV 직원: 정리하자면, 공식 투표지는 번역본을 제공하지만 카운티 유권자 

정보 가이드(CVIG)는 그렇지 않습니다. 
 

III. 투표 접근성 

ROV는 자격이 있는 모든 유권자들이 투표 절차를 이해하고 투표에 대해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인 및 장애인 유권자에게 접근성을 제공하는 다양한 

수단을 카운티에 지원하고자 유권자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ROV 프레젠테이션: 

1. ROV 직원: 저희는 고령자 및 장애인 커뮤니티를 위한 후보지와 지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표 접근성에 도움이 될 표지판, 경사로 및 마킹 장치도 찾고 

있습니다. 사정상 집에 있어야 하는 고령/장애 유권자이거나 해외에 있거나 군복무 

중인 경우 원격 우편 투표(RAVBM)가 가능하며 관련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인터넷만 

가능하면 접속해서 몇 가지 질문에 답하고 자신의 거주지에 해당하는 유형의 

투표지를 뽑아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지를 다운로드하고 기표한 후 인쇄해서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고령/장애 유권자를 위한 어떤 제안이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 의견/질문: 

1. 참석자: 제가 속한 단체에서는 유권자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진행되면 

저희가 중심지 역할을 하죠.  

2. 참석자: 선거 관련 직원을 채용하실 때 지원용 링크를 저희 쪽에 보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 ROV 직원: 채용 공고 시에 링크도 포함시킬 것으로 바라고 있지만 ESA 

웹사이트이므로 저희가 링크를 수정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b. ROV 직원: sccjobs.org 에서 “election”을 입력하세요. 

3. ROV 직원: 저희는 League of Women Voters(여성 유권자 연맹), 맹인 및 기타 소규모 

민간 커뮤니티 단체를 위한 Vista Center를 비롯하여 워크숍도 개최합니다. 

Simple Steps와 협력해서 다른 민족 커뮤니티와 공동 워크샵을 할 수도 있겠군요. 

다른 단체들도 알려주시면 제가 연락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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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OV 직원: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a. 참석자: 저희는 시민으로서 소수 집단에 다가가기 위한 카운티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현재의 변화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커뮤니티로서 

투표율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b. ROV 직원: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투표율을 높인다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8월 중순까지, EAP의 전체 버전을 공개하기 14일 전에 영문 

버전이 먼저 게시되고 다른 언어 버전들은 일단 번역을 거칩니다. 번역본은 

8월 30일이 되기 약 14일 전에 게시됩니다. 

 

II. 관련 지원  

ROV는 카운티 유권자들에게 가장 잘 다가갈 수 있고 VCA와 함께 다가올 선거의 변화를 

유권자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입장과 지원 방법을 판단하기 위해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의견/질문: 

1. ROV 직원: 광고 방안에 대한 제안이 있습니까? 

a. 참석자: 많은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Help 

Wanted” 섹션이 있습니다. 주간 광고가 가능한 인기 신문도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국과 같은 다양한 미디어도 있고요. 필요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b. 참석자: Simple Steps라는 비영리단체가 Bay 지역에서 한국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이 단체를 통해 광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c. 참석자: 이곳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한국인, 즉 거의 90%가 SFKorean.com을 

이용합니다. 젊은 세대는 Facebook과 비슷한 MissyUSA.com을 애용하죠. 

Facebook에도 한국어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d. 참석자: 대부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하므로 고령자의 경우 신문이 

좋은 방법입니다. SFKorean.com이 가장 좋은 광고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e. 참석자: 목록을 만들어 보죠. 

f. 참석자: 월간 뉴스레터를 제작하고 있는데 인쇄해서 매월 1,200회 정도 

게시합니다. 

2. ROV 직원: 저희는 커뮤니티를 위한 그래픽 자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도 활용하고 있고요. http://www.sccvote.org/voterschoice 에서 언어 접근성 

자문위원회(LAAC), 투표 접근성 자문위원회(VAAC) 및 EAP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다른 미디어 관련 광고가 있을까요? 

a. 참석자:저희가 목록을 정리해 드리죠. 

3. 참석자: 라디오, TV, 인터넷에 다양한 보도자료를 뿌릴 수도 있습니다. 카운티 

측에서 게시할 내용을 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a. ROV 직원: 기꺼이 준비해 드리죠. 300명이 참여한다고 말씀하신 이벤트처럼 

저희 ROV 이벤트에 사람들을 모아주실 수 있을까요? 프레젠테이션까지 

가능하면 좋겠습니다만. 단체에서 아무나 가능하다면 강사 교육 

프로그램도 좋은 생각 같습니다. 저희가 방법을 가르치면 될 테니까요. 

b. 참석자: 예, 좋은 생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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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ROV 직원: 강사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저희가 이벤트를 개최하는 유권자 

교육 지원 연합(VEOC)의 회원들에게 전문 도구 키트를 지원하며 

프레젠테이션 방법을 교육해 줄 수 있고 다른 정보나 자원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이벤트는 8월 초에 격식 없는 편안한 분위기로 열릴 

예정입니다. 또한 60개가 넘는 다양한 단체를 초청하고 Silicon Valley at 

Home과 공동 주최도 계획 중입니다. 

d. 참석자: 각 소수 민족 그룹을 대상으로 진행하시나요? 

e. ROV 직원: 예, 그렇습니다.  

f. 참석자: 제가 알기로는 전에 투표소에서 일했던 두 여성분이 이번에도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은퇴하신 카운티 사회 복지사이며 한국어 

커뮤니티 서비스 위원이기도 하니 도움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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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a Clara 카운티 선거 관리국 

선거 관리 계획 (EAP) 
힌디어 상담 회의록 

인도 커뮤니티 센터 
525 Los Coches St., Milpitas, CA 

사회실 

2019 년 7 월 8 일 월요일 
7:30 p.m. - 9:00 p.m. 

 

회의 참가자:  

여섯 명의 대중 회원 

참석 직원:  
Shannon Bushey, Vanessa Hamm, Andrea Solorio, Michael Borja, Magdalena Sta Maria, Priscilla Favela, 
Janora Davis, Christina Rivas-Louie, Allen Ocampo, Linh Nguyen, Michelle Tran, Mike Davis, Ravi Dhillon, 
Alfred Gonzales, Eric Kurhi, Rachel Jung, Mike Davis, Smita Shah, Lorenzo Castaneda, Shelby Galaviz, 
Aaron Wong 

실행 항목: 

• 제안 된 투표 센터 장소에 대한 후속 조치 (예. 성전, 이동 주택 등) 

• 제안 된 잡지 및 라디오 방송국에 대한 후속 조치 

I.소개  

참석자 환영 

II.유권자 선택법 개요  

유권자 선택법 (VCA)을 통해 이제 유권자들은 투표 방법, 시기,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우편 투표, 드롭 박스 투표 또는 11 일 내 투표 센터에서 직접 투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VCA 프레젠테이션은 힌디어 및 영어로 진행되었습니다. 

1. 참석자: 유권자 선택법 (VCA)은 California 주 또는 Santa Clara 둘 중 어느 곳의 

관행입니까? 

a. ROV 직원: 이 법안은 California 주 선거 규정에 따라 제공되며 카운티가 유권자 

선택법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옵션입니다. 우리의 주에서, 여러분은 투표소와 

투표 센터를 이용하는 카운티를 둘 다 보실 수 있습니다. 2018 년에 다섯 개의 

카운티에서 투표 센터를 이용하였고 아홉 개의 다른 카운티들이 2020 년에 

동참하여 유권자 선택법에 California 에서 참여하는 주가 14 개가 되었습니다.  

b. 참석자: 이것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어떻습니까? 

c. ROV 직원: 각기 주마다 다른 규칙을 가지고 있기에, 모두 자체적인 선거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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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석자: VCA 힌디어 번역 자료에서 몇 가지 오류를 발견하였고 기꺼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a. ROV 직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힌디어 계획 초안을 

만들면 검토하는 것을 도와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 인증을 받은 

계약업체들이 있어 번역에 도움을 주지만 항상 똑같이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수 있기에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참석자: 투표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무엇입니까? 3 월 3 일?  

a. ROV 직원: 예. 우편 투표지는 해당 날짜에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하며 저희 

사무실에서 3 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4. 참석자: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일 29 일 전에 공식 투표 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려고 투표 용지를 준비된 상태로 유지하는데 29 일 이상 

남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합시다. 하지만 너무 바빠져서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 

상기시켜주는 것이 있습니까?  

a. ROV 직원: 우리는 인쇄 및 라디오, 공공 서비스 공지, 광고를 통해 지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유권자들이 카운티의 투표 모델의 변화에 대해 알수 

있도록 해주고 투표를 상기시켜줄 것입니다. 우리의 공공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Facebook, Twitter, 그리고 Nextdoor 과 같은 다양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미디어 및 미디어 캠페인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는 홍보를 위해 

최대한 증가시킬 것입니다. 

 

III.선거 관리 계획의 목표 

선거 관리 계획은 유권자 등록처(ROV)가 어떻게 VCA 와 관련된 변경 사항을 이행하고 

커뮤니티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합니다. 
 

IV.투표 센터/드롭 박스 선정  

ROV 는 카운티가 투표 센터와 드롭박스 후보지를 선정하는 데 유용한 유권자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투표 센터는 접근성이 좋아야 하며 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권자 의견/질문: 

1. 참석자: Santa Clara 카운티에 120 개의 투표 센터가 있을 것입니까? 투표 센터와 

투표 부스 수간의 차이가 있습니까? 

a. ROV 직원: 2018 년 11 월에 약 850 개의 투표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투표 

센터로 운전해가는 것보다 더 멀 수 있지만, 그 혜택은 운전을 하는 것을 

값어치있게 해줍니다. 더 멀리 운전해 가는 것은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어쩌면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10 일 안에 거리를 확연히 줄일 수 있습니다. 

2. 참석자: 공공 도서관과 같은 장소에 투표 센터나 드롭 박스가 있게 될 것입니까? 

a. ROV 직원: 예. 크기, 잠금 시설, 일정한 일수 등 기본 요건들이 있으며, 그런 

것들은 “필요한 투표 센터” 전단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보는 

요건들이며 우리는 새로운 투표 장비를 수용하는 투표 센터를 위해 더 큰 

공간이 필요하기에 도서관, 학교, 교회, 이전에 사용하던 다른 장소, 그리고 

새로운 장소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설에 장비를 두고 밤에는 잠그고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기에 이전 투표소보다 투표 센터에 몇 가지 더 많은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3. 참석자: 인도 커뮤니티 센터와 같은 시설은 어떻습니까? 

a. ROV 직원: 좋습니다. 투표 센터를 주최하는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간을 확인하러 오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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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참석자: 이 지역에는 교통 체증이 많이 있습니다. 

c. ROV 직원: 맞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하는 동안은 투표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며, 이 시설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우리가 전화를 하면 접수대로 연결되거나 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사람이 연결됩니다. 따라서 그쪽에 

알고 있는 사람과 연결이 되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4. 참석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등록 패키지 정보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a. ROV 직원: 네, 그것이 좋은 점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아무 투표 센터로 가서 같은 

날에 등록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5. 참석자: 75%의 사람들이 우편 투표를 할 것이라고 하셨는 데, 아직도 100%의 

사람들에게 메일을 보냅니까? 

a. ROV 직원: 네, 이제 모든 유권자가 우편 투표 유권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에게 우편을 보냅니다. 

6. 참석자: 800 개에서 120 개로 줄이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1 에서 11 일동안, 이것이 

어떻게 카운티에게 비용 효과적입니까? 이것이 필수적인 것인지가요, 제가 일을 

한다고 할 경우, 저는 삼십 일이 아닌, 하루를 일할 것인데 11 일을 연장하는 것이 

어떻게 비용 효과적이 됩니까?  

a. ROV 직원: 그것은 카운티에게 더 많은 돈을 들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선거 비용을 줄일 것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권자의 

편의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투표 센터에서 더 많은 언어적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투표날 대신, 

어떤 사람은 특정일 올 수 없으므로 더 많은 날을 연장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쉬는 날 또는 주말에 투표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선거를 

수행하려면 수백 만 달러가 더 필요할 것입니다. 

b. 참석자: 제가 운전하여 더 멀리가면 다소 불편할 수도 있고, 투표 센터를 지나갈 

수도 있어 근처에 있는 것보다 유권자들이 덜 등록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c. ROV 직원: 그것도 가능합니다. 가장 가까운 투표 센터를 위해 몇 마일을 더 

운전하여 가길 원치 않는 유권자 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투표 센터를 

여러 날 동안 여는 동안 유권자들이 그 10 일동안 하루는 꼭 투표 센터에 가는 

것을 정말 희망합니다. 하루가 아니기에 더 많은 옵션과 선택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 않기로 선택하는 유권자들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7. 참석자: 직장에서, 몇 시간동안 투표를 하러 가도록 허용했지만, 이제 십 일 동안 

내에 투표를 하러 가도록 시간을 빼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a. ROV 직원: 적어도 그들은 사람들이 하루동안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들이 

다른 아홉 일 중 하나에 올 수 없는 경우, 우리는 선거일에 열리게 됩니다. 

b. ROV 직원: 선거 전에 조기 투표 센터가 있었으며, 우리는 다른 카운티들보다 

약간 앞서 사람들이 하루 이상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다양한 유권자와 

인구의 상황, 직장 통근자 및 다른 시에서 운전하고 오는, 인구 밀도가 높은 

카운티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한군데 이상의 할당된 투표 장소가 있는 것은 

타당한 것이며, 그들은 또한 직접 투표를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편 투표 

용지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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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참석자: 75%가 우편 투표를 하는 것에 기초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편 투표를 하므로 

십일보다 적은 날 그리고 120 곳 이하의 위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a.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더 우편 투표를 할 것이겠지만 현재 일 수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법에서 정확한 일 수 그리고 하루에 최소 8 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시점에는 어떠한 재량권도 없습니다. 몇 번의 선거 주기 

후에, 주의회가 이것을 이행하는 모든 카운티에서 데이터를 받아보고 투표 

센터로 가는 유권자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그들이 무엇인가를 바꾸기를 희망할 뿐입니다. 일수를 

변경하든 투표 센터의 요건을 변경하든, 데이터에 따라 변경을 할 것입니다.  

9. 참석자: 모든 지역에 성전이 있는 데, Milpitas 에 몇 개 그리고 Sunnyvale 에 몇 개가 

있습니다. 인도인의 경우, 성전 방문은 반드시 일주일 또는 한 달에 한번 이상 가야 

하므로 보통 성전이 크기에 투표 센터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0. 참석자: 또 다른 옵션은 Apple, Google 또는 Facebook 빌딩 사무실 근처 또는 그 

자체에 투표 센터를 설치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냥 가서 투표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a. ROV 직원: 일부 시설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렇게 때문에 여러분 모두의 

아이디어를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일부는 이미 보고 있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쇼핑 센터를 추천해 왔습니다. 

11. 참석자: 카운티에는 많은 이동식 주택이 있으며, 대부분의 이동식 주택은 일반 

주택과 유사하며 항상 커뮤니티와 협력하는 것에 대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수 백명의 사람들에게 맞는 다양한 이동식 주택 커뮤니티 센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12. 참석자: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일한 이래, 투표소에 대한 특별한 요구 사항과 

조건이 있으셨는데, 아직도 접근성과 같이 투표 센터에 대해 동일한 요건을 찾고 

계십니까? 

a. ROV 직원: 네, 모든 장소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제 하루 이상 

사용을 하여야 하기에 그리고 하루나 이틀을 설치하는는 데 필요하기에 이제 더 

많은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장소를 심사하고 사업체, 대학, 학교 및 

교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13. 참석자: 저는 성전의 일부인 좋은 곳을 생각하고 있지만 몇몇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발을 벗어야만 합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표지판도 두어야 할 수 

있습니다.  

a. ROV 직원: 감사합니다. 하지만 모든 대중이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위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4. ROV 직원: GIS 맵핑 팀은 경계를 만들고 선거구 운영 부서와 함께 일부 데이터를 

분석하여 카운티 내 어떤 지역이 투표 센터로 사용될 필요가 있는지 파악합니다. 

이러한 투표 센터의 경우, 각 11 일 간의 투표 센터는 약 50k 명의 등록된 유권자들을 

수용하여야 하며 이것이 바로 이 지도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카운티를 25 개 구역으로 나누었고 각각 50,000 명의 유권자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Milpitas 는 넓은 면적의 경계를 가지고 있으며, 선거일 전 11 일 동안 열리는 

Milpitas 시를 위한 적어도 한 개의 투표 센터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주 

정부가 규정하는 14 가지 기준 중 일부를 포함하고 설문조사를 만들었고 이러한 

기준은 대중 교통, 높은 인구에 근접한 센터, 저소득 커뮤니티에 대한 근접성, 

그리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커뮤니티와 같은 것들을 포함하였습니다. 투표 센터 

위치를 파악하려고 할 때 커뮤니티와 대중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알 수 

있었기에 이 설문 조사의 작성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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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동일하고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두 곳이 있는 데, 그 중 한 개가 VTA 센터에 

가깝고 다른 하나는 조금 더 멀다고 합시다. 우리는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편의적 측면에서 투표 센터가 더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를 좁혀보는 데에 선거구 

운영팀을 돕기 위해 수집한 정보뿐만 아니라 본 설문 조사를 사용합니다. 

a. ROV 직원: 우리는 사람들이 늦게 투표를 시작할 경우 총 11 일동안 열리게 되는 

약 25 개의 투표 센터를 갖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사용할 수 있는 투표 

센터의 수는 적을 것이고 125 개의 투표 센터가 열려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처음 법을 제정했을 때, 첫 번째 주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 것이고 이 후에 

점점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화요일 전 토요일, 우리는 선거일까지 

총 125 개의 투표 센터가 되도록 또 다른 100 개의 투표 센터를 추가합니다 

그들은 Colorado 의 경우를 보았고 그 경우 처음에는 투표가 많지 않았으며 

따라서 우리가 따르는 기준은 많이 있습니다. 

b. 참석자: 따라서, 11 일 동안 25 개의 투표 센터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에 100 개를 

추가합니까? 

c. ROV 직원: 사 일동안 총 125 개의 투표 센터. 

15. ROV 직원: 저번 2018 년 선거에서 우편 투표를 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75%의 우편 

투표 유권자의 일원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2020 년에는 우편 

투표를 하게 되시거나 우편 투표 공식 투표지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편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100% 우편 투표가 될 

것입니다. 2018 년에, 우리는 50 군데 이상에 드롭 박스를 배치하였고 우편 투표로 

이동하면서 50+에서 거의 80 군데로 드롭 박스를 증가시켰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전에 보여드린 지도에 기반합니다. 매 15k 유권자당 한 개의 드롭 박스가될 

것입니다. GIS 매핑 팀은 이러한 위치를 보여주기 위해 이러한 지도들을 

만들었습니다. 더 많은 선택권이 있을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우편 투표를 하게 될 

것이고, 반송 봉투는 무료이며, 거의 80 군데에 드롭 박스에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120 군데의 투표 센터 장소에도 드롭 박스가 제공될 것이므로 그곳에 

투표 용지를 드롭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많은 선택권을 갖게 될 것이며 선거일 

29 일 전에 투표 용지를 받게 됩니다. 여행을 계획하시는 경우, 저희 사무실에 

통보를 해주시면 정보를 갱신할 것입니다. 오랜 기간 여행을 할 계획이라면, 

그 정보도 갱신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거주지 주소가 Santa Clara 카운티 내에 

있는지만 확인 하시면 되며 우편 주소는 어디로든 정하셔서 투표 용지를 받으시면 

됩니다. 

a. 참석자: 이 드롭 박스는 11 일-14 일에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까? 

b. ROV 직원: 선거일 29 일 전에, 우리는 드롭 박스를 전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동시에, 저희는 우편 투표 용지를 우체국에 드롭할 것입니다. 우리가 29 일에 

우체국에 그것을 드롭하면 송달을 시작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그 

때까지 모든 드롭 박스가 정확한 위치에 배치될 것입니다. 이 위치는 저희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으며 유권자 정보 안내 팜플렛에 있을 것입니다.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면 많은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c. 참석자: 투표 용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준이 되지 않으며, 거주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죠, 맞습니까? 

d. ROV 직원: 예.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귀하의 주소, 생년월일을 입력해야 

하며, 여러분에게 지정 된 투표지 유형에 따라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귀하의 

거주지에 할당 된 투표지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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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참석자: 제가 쇼핑을 하고 있고 투표 용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투표 센터에 

가면 그 때 그 곳에서 저를 위해 인쇄를 해줄 권리가 있거나 아니면 센터에 

사본이 있습니까? 

f. ROV 직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Milpitas 에 거주하고 있고 Stanford 몰에서 

쇼핑을 하는데 몰 근처에 투표 센터가 있어서 갈 경우, Santa Clara 카운티에 등록 

된 모든 유권자들의 모든 데이터가 있는 전자 투표책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전자 투표책에서 여러분을 찾을 것이며 투표 유형 또는 귀하가 속한 선거구에 

기초해 투표 용지를 인쇄할 것이고 이것이 왜 모든 카운티 등록 유권자들에게 

공개되는 지의 이유입니다. 

g. 참석자: 이것이 주문형 투표와 우편으로 받은 투표 용지에 투표하는 것 같이 

두 번 투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두 번 투표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h. ROV 직원: 우리의 시스템에는 투표 용지를 받으신 후, 한 번 이상 투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우편으로 우송할 수 있지만, 이미 

투표를 하셨다면 그것은 집계되지 않을 것입니다. 

i. 참석자: 그렇다면, 그것은 임시 투표와 같은 것입니까? 그것이 임시 투표를 통해 

얻는 것입니다. 우편 투표 유권자가 투표 센터에 가서 임시로 투표를 할 경우, 

이것은 중복 투표를 막습니다. 

j. ROV 직원: 이전에 투표소가 있을 때, 우리는 유권자들의 투표 용지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권자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타블렛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새 타블렛은 귀하가 이미 투표를 하였는지 또는 

귀하가 투표 센터에 가신 후 집에 가서 우편 투표 용지를 반환을 하였는 지 

알려줄 것이며 그것이 들어오면 귀하가 이미 투표 센터에서 투표를 하였음을 

알려주어 투표지가 무효화 처리되고 개봉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k. 참석자: 모든 우편 투표는 여전히 동일합니까? 

l. ROV 직원: 우편 투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16. 참석자: 그러면 그것은 자동으로 투표지를 거부합니까? 

a. ROV 직원: 예. 우리가 받은 것의 서명이 등록된 서명과 일치할 경우, 그것은 

유효한 투표지가 됩니다. 우리가 두 개의 투표 용지를 귀하에게 발행하였고, 

귀하가 실수로 두번째 것을 우편 발송하였음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 

시스템에서는 이미 한 번 투표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 투표지는 무효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두 번 투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b. 참석자: 접수된 투표지의 서명이 모두 틀리다면 거부가 됩니까? 

c. ROV 직원: 귀하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서명하는 것을 잊은 경우, 법에서는 

우리 사무실이 귀하에게 투표지 봉투에 서명하는 것을 잊었거나 서명이 우리의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진술서 또는 서명 확인 

진술서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유권자들에게 오류 수정하여야 함을 

알리는 편지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그에 더해, 우리는 유권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 선거 날짜 후 28 일까지 그 편지가 사무실에 반환되길 기다려야 

합니다. 

17. 참석자: 전자 투표 기계에 대해 얘기할 수 있습니까? 

a. ROV 직원: 투표 센터에는 여러분의 투표지가 보이는 대형 태블릿 스크린이 

있을 것이며, 여러분은 화면을 터치하고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종이 투표 용지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귀하의 투표지를 인쇄하여 부스에 가져가 기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슨 방법이든지 누구든지 종이 기록이 남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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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터치스크린에 투표하면 투표지가 나오지 않고 그 기계에서 집계가 

되었지만 이제는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용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용지를 가지고 가시면 기계에서 투표를 집계할 것이고 그런 후 안전한 

통으로 보관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모든 투표지가 집계되기 위해 저희 사무실에 

와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다음 날까지 선거 결과에를 집계하면서 

주에서 가장 집계가 느린 카운티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각 투표 센터에서 

카트리지 또는 다른 전자 양식을 가지고 와 저희 사무실에서 모든 서류를 

스캔하는 대신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선거 밤 결과가 더 빨리 

나올 것이지만, 우편 투표를 확인하는 데에는 여전히 30 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18. 참석자: 이러한 125 개의 투표 센터를 집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편 투표를 통해 

하게 될 것입니다.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주장하는 유권자들은 십 

일동안 열게되는 조기 투표 센터에 일찍 참석할 것입니다. 

a. ROV 직원: 저는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그렇게 느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19. 참석자: 투표 센터 장소와 관련하여, De Anza 같은 커뮤니티 칼리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a. ROV 직원: 우리는 그들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San Jose 주립 대학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West Valley 도 보고 있습니다. 

b. 참석자: 모든 학교와 칼리지들은 좋은 생각입니다. 학교는 큰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11 일 기간이 이러한 장소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V.언어 접근성 

ROV 는 자격이 있는 모든 유권자들이 투표 과정을 이해하고 투표에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언어 접근성을 제공하는 다양한 수단을 카운티에 지원하고자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을 받지 못했던 언어 공동체 및 2 개 언어를 구사하는 선거 

공무원 모집에 대한 제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시민 의견/질문: (없음)  
 

VI.투표 접근성  

ROV 는 자격이 있는 모든 유권자들이 투표 절차를 이해하고 투표에 대해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인 및 장애인 유권자에게 접근성을 제공하는 다양한 수단을 카운티에 

지원하고자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시민 의견/질문: 

1. ROV 직원: 우리는 최소 3 개의 투표 센터에 투표지를 뽑고, 화면에서 기표하여 

선택한 것을 출력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태블릿을 새 투표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수요에 따라 모든 언어로 된 종이 투표 용지 또는 다른 투표 

유형을 출력할 수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새 집계 기계에서 처리할 것입니다. 기계는 

투표를 안 한 경우, 잘못 표시한 경우, 빠뜨린 경우 알려주어 유권자들이 마음을 

바꾼 경우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기계는 그런 후 우리가 픽업할 수 

있도록 안전한 함에 투표지를 보관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나올 수 없고, 

물리적으로 오실 수 없는 경우 원격 접근 우편 투표 시스템이라는 정보를 저희는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a. 참석자: 전자 배달 관련, 누군가가 그들의 DMV 기록 또는 유사한 것에서 필요에 

따라 투표지를 그냥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까? 

b. ROV 직원: 유권자는 이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전자 투표를 통해 군인, 

해외 유권자, 또는 장애가 있는 유권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군대에 있고, 그것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카운티 밖에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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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여러분이 Santa Clara 카운티에서 있다면, 그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식 투표지의 복제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마지막에 전자적으로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인쇄해야 합니다. 투표지를 인쇄한 후, 유권자 등록처에 다시 

우송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전화로 투표하는 것과 틀리며, 여전히 종이로 

하여야 합니다. 
 

VII.아웃리치 기회  

ROV 는 카운티 유권자들에게 가장 잘 다가갈 수 있고 VCA 와 함께 다가올 선거의 변화를 

유권자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입장과 지원 방법을 판단하기 위해 유권자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시민 의견/질문: 

1. ROV 직원: 만약 여러분이 상기받길 원하시면 Twitter 피드, Facebook 피드 및 

Nextdoor 을 구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큰 일을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는 투표 

방법의 변화에 대해 알리기 위해 큰 캠페인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더 나은 

것 이라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에 동의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다양한 플랫폼에 대해 정말 적극적으로 알릴 것입니다. 이전에 저희는 India West 

및 India Post 에 광고를 했었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무엇을 읽는 지 또는 이것이 

지역 또는 전국적 간행물인지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매스 미디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접근 방법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a. 참석자: 현재 India Current 라는 전국 잡지가 있으며, 사람들은 그것을 

이메일로도 받아봅니다. 이는 보통 식료품점, 사원 및 다른 장소들에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인기 있는 잡지입니다.  

b. 참석자: 저는 Sunnyvale 및 Cupertino 와 같은 지역 신문이 ROV 에서 건강 박람회 

부스를 하는데 놀랐으며 귀하께서는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시며 이것은 매우 

사용자 친화적이라고 생각 합니다. 

c. 참석자: 우리 모두 더 청정쪽으로 가야 합니다.  

2. 참석자: Siliconial 그리고 Namaste America 라는 New York 에 기반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방청율은 토요일 9:00 에 80-90%입니다.  

a. ROV 직원: Namaste America 가 Santa Clara 카운티와 같이 목표 대상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b. 참석자: 연락해서, 녹음한 것 또는 동영상과 같은 데이터를 보내 그들이 편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매우 잘합니다. 

3. 참석자: 우리는 전에 ROV 와 함께 투표 근로자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것이 여태껏 

가장 좋은 반응을 끌어낸 캠페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미디어 키트에서 캠페인에 

대한 사례 연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좋은 캠페인이었습니다. 

a. ROV 직원: 좋은 정보입니다. 올해의 캠페인 목록도 여러분을 위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b. 참석자: 이제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이상 추가 인쇄기가 

필요없습니다. 

c. ROV 직원: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것은 좋은 것이지만, 우리는 그 매체를 

선호하는 유권자들을 위해 인쇄 자료가 필요합니다. 

4. ROV 직원: 다른 매체에 대한 아이디어는 무엇입니까? 라디오 방송국이 있습니까? 

a. 참석자: 라디오 방송국은 FM 92.3, AM 1170 (Radio Zindagi), AM 1310 (Radio 

Mirchi)이 있습니다. 

b. 참석자: 라디오 방송국은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그 곳에서 방송을 하면 모든 

사람이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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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참석자: 그 세 개의 라디오 방송국이 인기가 높습니다. 많은 노래도 틀지만, 

사람들도 많이 초대합니다. 

d. 참석자: 많은 후원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e. 참석자: 15 분을 구매해서 그들과 함께 토론도 할 수 있습니다. 

f. ROV 직원: 영어 콘텐츠들이 있습니까? 

g. 참석자: 영어를 하긴 하지만 주로 힌디어로 되어있습니다. 

h. ROV 직원: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국에 대해 다른 아이디어가 있다면, 

저희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voterschoice@rov.sccgov.org 

5. ROV 직원: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다른 두 개의 위원회는: 언어 접근성 자문 위원회 

(LAAC) 및 투표 접근성 자문 위원회 (VAAC)입니다. 우리는 우리 위원회와 함께 자료, 

유인물을 검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자원 봉사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VAAC 는 노인들과 장애가 있는 유권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LAAC 는 

다양한 언어 위원회를 대표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LAAC 의 힌디어 대표를 찾고 

있습니다.  

a. 참석자: 몇 시간입니까? 

b. ROV 직원: 우리는 한 달에 한번 회의를 하기로 결정했고, 앞으로는 분기별로 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들을 논의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위원회용 

이메일 그룹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최소한 3 월 선거 기간동안은 매 달 만날 

것입니다.  

6. ROV 직원: 또 다른 기회는 유권자 교육과 복지 연합 (VEOC)입니다. 이것은 법에 따라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연합의 목표는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앞으로의 사항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그룹의 초점은 유권자 교육이며 말을 알리기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커뮤니티에 가서 VCA 에 대한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을 훈련하시키고 여러분이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도록 트레이너를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리기 위해 

필요한 유인물 및 프레젠테이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VCA 에 대한 투표 

인구를 교육시키기 위한 모든 도움이 필요 합니다. VEOC 의 시작 회의는 8 월 8 일에 

있습니다. 

a. ROV 직원: 우리 카운티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신뢰하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 

및 대표들이 각 커뮤니티에 대해 맞춤화한 메시지를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말해줄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이야기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커뮤니티에게 알리고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VEOC 는 여러분들이 성전, 조직, 여러분의 

직장, 집에서 할 수 있도록 훈련용 지원 및 유용한 수단들을 것입니다. 목표는 

역사적으로 접대받지 못했던 커뮤니티들이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투표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각 언어 커뮤니티당 한 개의 

워크숍을 여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워크숍을 열기 위해 어디로 

가야할 지 그리고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 지 알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와서 매우 기쁩니다. 

7. 참석자: 도서관은 지원 활동을 하기 위한 좋은 장소입니다. 

a. ROV 직원: 네, 도서관은 드롭 박스, 투표 센터 및 발표에 있어서 훌륭한 

파트너였습니다. 

b. ROV 직원: 선거가 가까와 질수록, 우리는 도서관, 지역 비지니스, 시 정부 건물, 

핫스팟에 배포하기 위한 인쇄물들을 더 인쇄할 것입니다 – 그래서 사람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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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ROV 직원: 우리는 투표 센터에서 일하는 것을 도와 줄 추가적인 직원들을 찾을 

것입니다. 그 이전부터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루 이틀 동안 

일할, 봉급을 지급 받게 될 자원 봉사자들이 있겠지만, 또한 1500-2000 명의 추가 

도움을 제공할 직원을 고용할 것입니다. 이는 카운티 직원으로서 전체 카운티 고용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약 2 주동안 일을 하도록 요청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필요한 일 수동안 찾는 것은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며, 투표 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거나 알고 계신 경우, 저희에게 연락주시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voterschoice@rov.sccgov.org. 

VIII.기타 

시민 의견/질문: 

1. 참석자: 임시 투표와 조건부 투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 ROV 직원: 이전에, 임시 투표를 하는 것은 틀린 투표소에 있어 명단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잠정 투표를 해야 했습니다. 보통은 당시에 우리가 유권자가 

등록이 되어있는 지를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등록을 하고 싶어하는 유권자들을 위한 조건부 유권자 등록 (CVR)을 통해, 

유권자들이 등록 정보와 공식 투표 용지를 기재한 후 봉투 안에 넣으면, 우리 

사무실로 들어오게 되고, 우리는 유권자들을 등록한 후 집계를 하게 됩니다. 

2. 참석자: 캘리포니아주에 등록되어 있는데 선거 기간동안 주에 있지 않고 카운티에 

돌아올 수 없다면, 그들은 어떻게 투표를 합니까? 

a. ROV 직원: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자신이 있는 장소로 우편 투표를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 유권자가 Santa Clara 카운티의 거주지에 등록되어 있지만, New York 으로 

우편 발송을 원합니다. 그들이 우편 주소를 저희에게 제공하면, 우리는 투표 용지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b. 참석자: 그것은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져야 합니까? 

c. ROV 직원: 예. 

3. 참석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우편 투표의 비율은 무엇이었으며 현재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편 투표를 하여야 하는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 ROV 직원: 2020 년의 경우, 현재 이 시점에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기간이 가까워지면 우리는 커뮤니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들으면서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은 과거의 통계 정보에 기반을 두지만, 그 통계 

정보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6 월 예비 선거는 일반적으로 

총선거보다 더 적은 투표율을 보이며, 따라서 우리는 과거 선거를 보고 목표에 

달성하는 지를 확인하지만, 우리는 투표 용지를 우편으로 발송 한 후에도 

그것을 조정합니다. 돌아오는 투표 용지의 수, 얼마나 일찍 돌아오는 지를 보고 

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무슨 일이 일어나는 지에 따라 그 차이는 5%내에 

있지만, 어떻게 우편물이 돌아오는 지를 보고 더 나은 추정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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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a Clara 카운티 선거 관리국 

선거 관리 계획 (EAP) 
접근성 관련 상담 회의록 

Silicon Valley 독립적인 생활 센터  
25 N. 14th Street Suite 1000, San Jose, CA 95112 

이사회실 

2019 년 7 월 10 일 수요일 
11:00a.m. - 12:45p.m. 

 

회의 참가자:  

California 장애인 권리, 재활 의학과, Santa Clara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 Silicon Valley 독립적인 생활 

센터, California 시민 권리 

참석 직원:  
Shannon Bushey, Vanessa Hamm, Magdalena Sta Maria, Shelby Galaviz, Priscilla Favela, Allen Ocampo, 
Lance Nottle, Rachel Jung, Janora Davis, Darren Tan, Alfred Gonzales, Patricia Lopez, Eric Kurhi, Aaron 
Wong, Mike Fong 

실행 항목: 

• 접근성에 대한 14 가지 기준 보내기, 의견 양식에 링크, 피드백 양식 Pdf 로 변환 

I. 소개 
참석자 환영 

 
II.유권자 선택법 개요  

유권자 선택법 (VCA)을 통해 이제 유권자들은 투표 방법, 시기,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우편 투표, 드롭 박스 투표 또는 11 일 내 투표 센터에서 직접 투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III. 선거 관리 계획의 목표 

선거 관리 계획은 유권자 등록처 (ROV)가 어떻게 VCA 와 관련된 변경 사항을 이행하고 
커뮤니티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합니다. 

 
IV. 투표 센터/드롭 박스 선정  

ROV 는 카운티가 투표 센터와 드롭박스 후보지를 선정하는 데 유용한 유권자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투표 센터는 접근성이 좋아야 하며 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권자 의견/질문: 
1. 참석자: 밑쪽에 Billy DeFrank 센터는 어떻습니까? 

a. ROV 직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 참석자: 커뮤니티 센터는 어떻습니까? 

a. ROV 직원: 우리는 드롭 박스를 위해 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교회, 심지어는 
소방서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의견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196



 

 

3. 참석자: 커뮤니티 칼리지 및 학교는 어떻습니까? 
a. ROV 직원: 우리는 이번 주에 교육감과 이야기 나누고 있으며, West Valley 와 

San Jose 주립대학을 통해 확인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b. ROV 직원: 우리는 현재 가격 협상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쪽에 아시는 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참석자: 식료품점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드롭 박스에 그것은 최상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a. ROV 직원: 그 쪽에 충분히 큰 빈 공간이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5. 참석자: 그 Spirit 상점이 할로윈 기간에 자주 나타나는 데, 그러한 빈 공간이 사용될 
수 있을까요? 
a. ROV 직원: 3 월에 사용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6. 참석자: Valco 몰은 어떤가요? 이제 그곳이 비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주차 공간과 빈 
공간이 많습니다. 

7. 참석자: 저는 Vista Center 에 새로 왔지만 한 개의 옵션으로 San Jose 위치에서 
(101 및 Bascom Ave) 일하고 있습니다. 
a. ROV 직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8. 참석자: 아직 사용하지 않는 South San Jose 에 있는 새 경찰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a. ROV 직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b. ROV 직원: 시의 운영방법, 적어도 커뮤니티 센터까지, 커뮤니티 센터를 

감독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 행정 관리관 사무실뿐만 아니라 그 
부서에도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San Jose 경찰서 관련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초기의 그 요청을 하였습니다. 

9. 참석자: Costco 는 이동식 센터를 위한 좋은 위치입니다. 
a. ROV 직원: 우리는 아직도 이동식 센터를 할 지 않할 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10. 참석자: Western Digital (Great Oaks 지역)도 있습니다. Orchard Supply (Cottle/East 
Capitol)도 있습니다.  

11. 우체국 우체통 바로 옆에 드롭 박스를 배치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a. ROV 직원: 우리의 드롭 박스를 우체국 USPS 에 놓는 것으로 생각해 본적이 

있냐고요? 
b. ROV 직원: 유권자가 그 쪽에 투표 용지를 드롭하면 그들은 돈을 지불받는 

측이기에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권자들도 혼란스러워 할 수 
있습니다. 

c. 참석자: 드롭 박스에 일반 우편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d. 참석자: 파란색 표준 우체통과 다른 색을 사용할 수 없나요? 
e. ROV 직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12. 참석자: 영화관은 어떻습니까? 
a. ROV 직원: 물론이죠. 

13. 참석자: 우리는 투표 센터나 드롭 박스 위치로 우리의 위치 (SVILC)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a. ROV 직원: 살펴보고 여기에 드롭 박스 배치할 수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V.언어 접근성  
ROV 는 모든 유자격 유권자들이 투표 과정을 이해하고 투표에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언어 접근성을 제공하는 다양한 수단을 카운티에 지원하고자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을 받지 못했던 언어 커뮤니티 및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선거 공무원 모집에 대한 제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시민 의견/질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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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투표 접근성  
ROV 는 자격이 있는 모든 유권자들이 투표 절차를 이해하고 투표에 대해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인 및 장애인 유권자에게 접근성을 제공하는 다양한 수단을 카운티에 
지원하고자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ROV 및 VAAC 회원들의 RAVBM 에 대한 발표 
시민 의견/질문: 
1. 참석자: 우리는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LAAC/VAAC 을 지칭) 
2. 참석자: 드롭 박스에 점자를 둡니까? 

a. ROV 직원: 그것이 요건 중 하나입니까? 
b. ROV 직원: 아닙니다. 높이에 대한 요구 사항에 더 큽니다. 당기기보다는 미는 

것입니다. 많은 압력이나 다른 것이 없이 말입니다. 
3. 참석자: 제가 이해하기로는 인쇄를 해야 하는 데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RAVBM 에 대한 지침을 말함– 반송 자료 다운로드) 
a. 참석자: 다운로드에서는 컴퓨터에만 다운로드 하라고 하며 인쇄를 하라고는 

하지 않는 데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b. 참석자: 여기를 클릭해서 투표 용지를 인쇄하고 보내면 되며 이것은 매우 알기 

쉽습니다. 
c. ROV 직원: 그것은 우리의 LAAC/VAAC 에 대한 완벽한 응답입니다. 

4. 참석자: 웹사이트에서 EAP 를 다른 언어로 번역할 것입니까? 
a. ROV 직원: 예, EAP 는 모든 필수 언어로 될 것입니다. 

5. 참석자: 요양원, 심지어 독립적인 시설에도 접근하시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 
어머니는 요양원에 있습니다. 어머니는 거의 95 세이십니다. 투표는 하실 수 있지만 
연필을 들 수 없습니다. 거의 시력을 상실하셨기 때문에 읽을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투표 용지를 그곳으로 보내드렸는데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곳에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곳에서 약 100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투표 등록을 하여 집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몰라 훨씬 덜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는 예전처럼 받아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는 쉬운 절차가 아닐 수 있음을 걱정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으며 그들이 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으며, 참여를 하는 가족을 가진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치료 시설은 그 쪽 지역에 투표 센터가 있어도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접근을 하여야 합니다. 그들도 투표 용지를 드롭오프하고 
한다면 집계되어야 하는데 그럴라면 그들은 밴을 빌려야 하고 그것은 비싸서 
그들이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에서 더 
투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은 Prospect 고등학교에 의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녀는 Westgate Villa 에 있습니다. Main Ave 에 있지요. 그리고 거기에 바로 
노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 시설은 바로 모퉁이를 돌면 됩니다. Villa 
Fontana 에서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a. ROV 직원: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장소에 대한 모든 조언을 받아, 

무료 주차와 같은 것들이 있는 지 확인할 것입니다. 
b. 참석자: 그 곳에는 주차가 많이 없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c. ROV 직원: 그래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d. ROV 직원: 아웃리치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이야기 나누어 볼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투표 지 드롭 박스의 아이디어는 투표 지를 우편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6. 참석자: 인구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a. ROV 직원: 이 정보는 인구조사와 구체적으로 미국 커뮤니티 조사에서 

수집됩니다. 
b. 참석자: 하지만 모두가 그 설문조사에 참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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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ROV 직원: 그것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독립적인 생활 센터의 밀도가 있는 특정 지역에 대해 알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7. 참석자: RAVBM 으로 무료 메일링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ROV 직원: 우표를 붙히거나 필요한 우표 금액보다 적은 비용을 지불하면 

ROV 에서 지불을 하는 것으로 하는 우체국과 맺은 표준 규칙이 있습니다. 
8. 참석자: 가장 좋은 것은 VBM 봉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a. 참석자: 하지만 이렇게 하면 그들은 (VBM 봉투)를 받지 않습니까? 
b. ROV 직원: 모든 사람들이 VBM 투표 용지를 받습니다. 
c. 참석자: 아, 둘 다 받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문제가 안되네요. 매우 좋습니다. 

9. 참석자: RAVBM 패키지에 “투표 용지” 라벨을 포함시킵니다. 
10. 참석자: 사람들이 VBM 봉투에 투표 용지를 보관해야 한다고 듣지 못하고, 인쇄 된 

것에 서명을 볼 수 없는 경우, 그것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분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11. 참석자: “우편 투표 봉투를 버리지 마시오”라는 공공 아웃리치 메시지를 만듭니다 
a. ROV 직원: 우리는 물론 그것을 웹페이지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12. 참석자: 서명 해야하는 VBM 투표 용지의 양쪽 끝에 구멍을 뚫으면 어디에 서명을 
해야 하는 지 사람들이 알 수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3. 참석자: “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는 비디오는 어떻습니까? 
a. ROV 직원: RAVBM 에 대한 동영상과 같이 봉투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좋은 생각이에요.  
14. 참석자: RAVBM 웹사이트 링크는 안전합니까? 

a. ROV 직원: 예, 그렇습니다.  
15. 참석자: RAVBM QR 코드에 대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a. ROV 직원: 그것은 이미 투표한 것의 복제이기에 우리가 주문형 인쇄 장치가 
있다면, 이 투표 용지가 종이 상태이기에, 투표용지를 복제해야 합니다. 
사무실에 돌아와서, 우리는 이러한 중복 된 양식을 투표지 검색기에 공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이 QR 코드를 스캔 하는 경우, 투표한 투표 용지와 동일한 
것을 출력할 것입니다. 

b. 참석자: QR 검색기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항상 판독할 수 있습니까? 
c. ROV 직원: QR 은 투표 용지를 만든 공급 업체에 의해서만 판독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6. 참석자: “접근 가능” 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a. ROV 직원: 군인, 또는 해외 유권자, 또는 장애가 있는 유권자. 
b. 참석자: RAVBM 링크를 통해 웹사이트에서 JAWS 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c. ROV 직원: 우리는 또한 가정에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모든 카운티 유권자 정보 가이드를 태그하고 문구를 읽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와 관련 된 문제들이 발견되면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것은 다만 
셋업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접근 가능하게 하려고 합니다. 

17. 참석자: 그것이 음성 활성을 사용합니까 아니면 마우스를 사용해야 합니까 
(RAVBM 을 지칭)? 제가 어머니에게 컴퓨터를 주었고, 어머니가 컴퓨터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른다고 합시다. 그녀는 95 세이고 다발성 경화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시력과 청력을 상실하고 있지만 정신은 또렷합니다. 그래서, 구두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이어폰이 있다면 좋을 텐데, 음성 활성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a. 참석자: 그것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b. ROV 직원: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것은 다른 누군가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c. 참석자: 음성 활성이 필요한 사람들의 그룹을 전체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d. 참석자: 그러한 기술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셋업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있는 노트북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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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참석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특별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그 
애플리케이션이 해당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소프트웨어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f. 참석자: 아마도 각기 다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두 개 또는 세 개의 노트북을 
ROV 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g. 참석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확인하여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h. ROV 직원: 그것을 더 자세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 장애를 가진 
개인에 대해서는 그 어떤 컴퓨터라 하더라도 더 돕지 못할 수 있습니다. 

i. 참석자: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의 사람들에 대해 생각 하지는 
않습니다. 

18. 참석자: 음성과 관련하여 다른 투표 시스템 (흡입 기계)이 있습니까? 
a. ROV 직원: 액세서리로 여러 개의 접근성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투표 용지 기표 장치가 있습니다. 흡입, 큰 버튼, 방향 버튼 같은 것들이 있지만, 
음성 활성 기계에 대해서는 잘 알고 못합니다. 

b. 참석자: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California 주에는 있지 않습니다. 
c. 참석자: 시력 또는 청력 장애인은 무엇을 합니까? 시력과 청력이 다 상실한 

경우에는요. 
d. ROV 직원: 시각 장애인에 대해서는 화면 판독기를 사용할 것입니다. 
e. 참석자: 점자 투표 용지가 있습니까? 
f. 참석자: 새로 고침 점자 키보드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한 줄을 읽고나서 다음 

줄로 내려갈 때, 점자 키보드를 새로고침 하여 수동으로 읽어 내려갈 수 있도록 
합니다. 

g. 참석자: 3 개의 감각을 상실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h. 참석자: 검토해보겠습니다. 매우 좋은 지적입니다. 

 
VII. 지원 활동 기회  

ROV 는 카운티 유권자들에게 가장 잘 다가갈 수 있고 VCA 와 함께 다가올 선거의 변화를 
유권자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입장과 지원 방법을 판단하기 위해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시민 의견/질문: 
1. 참석자: 실제 투표 외에도, 우리는 사람들을 등록해야 합니다. 쇼핑몰 또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와 같은 곳도 유권자 등록을 하는 훌륭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a. ROV 직원: 네, 동의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약 250 개의 지원 행사를 합니다. 

아웃리치 팀에는 세 명의 직원이 있고, 그들은 축제 때 250 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희 행사에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저희는 갑니다. 
그리고 VCA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또한 더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2. 참석자: 인쇄 매체가 아닌 다른 매체도 사용합니까? TV? 
a. ROV 직원: 네, 우리는 분명히 소셜 미디어, 인쇄 매체 및 라디오를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PSA 도 받고, 뉴스 레터를 찾으며, 정보를 포함시킬 수 있는 
장소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참석자: 보조 교통기관 미니 밴에 포스트 카드를 넣을 수 있으며 그것은 운전사와 
설정해야 합니다.  
a. ROV 직원: 네,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4. 참석자: 포스트 카드 밑에 간단한 점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까? 
a. ROV 직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서비스도 있습니까? 
b. 참석자: 보이 스카웃/걸 스카웃이 서비스 시간동안 요양원 주변에서 전단지를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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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 등록국 

선거 관리 계획(EAP) 
일본어 커뮤니티 상담 회의록 

Joyce Ellington Branch Library 
491 E. Empire St., San Jose, CA 95112 

Community Room 

2019 년 7 월 11 일 목요일 

오후 4:30 ~ 6:00 

 

회의 참가자: 

일본어 커뮤니티 유권자 1 명 

참석 직원: 
Shannon Bushey, Vanessa Hamm, Andrea Solorio, Michael Borja, Magdalena Sta Maria, Priscilla Favela, 
Janora Davis, Patricia Lopez, Allen Ocampo, Linh Nguyen, Michelle Tran, Adrian Garcia, Paulo Chang, Alfred 
Gonzales, Eric Kurhi, Rachel Jung, Liz Oviedo, Chipo Mulenga, George Hiu, Mike Davis, Martin Ayala, Smita 
Shah, Lorenzo Castaneda, Diane Castaneda, Ruth Luo, Chenxi Ye 

조치 항목: 

• 논의된 항목과 관련하여 참석자가 ROV 에 링크 전달 예정 

o Sakura Radio 의 참석자 지인에게 연락 예정 

o Facebook 등 소셜 미디어에서 일본어 커뮤니티 그룹 목록 전송 

o 가능할 수 있는 유권자 교육을 위해 일본어 강사에게 연락(VEOC 의 강사 교육 

프로그램) 

o 언어 워크숍을 위한 일본 학교 목록 제공 

o 참석자 연락망에 반응 양식 전달 

 

I. 소개 

참석자 환영 

II. 유권자 선택법 개요 

유권자 선택법(VCA)을 통해 이제 유권자들은 투표 방법, 시기,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우편 투표, 투표지 제출용 박스에 제출 또는 11 일 내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ROV 직원이 언어 및 투표소 등의 변화를 비롯한 VCA 관련 세부 사항의 간략한 개요를 

전달했습니다.  

2. ROV 직원이 투표소 현황과 투표소별 언어 지원 계획도 설명했습니다. 

3. ROV 직원이 VCA 모델에서 적용되는 투표소 모델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제공했습니다. 
 

201



 

 

III. 선거 관리 계획의 목표 

선거 관리 계획은 유권자 등록처국(ROV)이 어떻게 VCA 와 관련된 변경 사항을 이행하고 

커뮤니티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합니다.  

논의 

1. ROV 직원: 저희는 특히 일본어 커뮤니티의 EAP 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으며 지원을 

제공할 장소, 투표소 후보지, 커뮤니티 내 투표지 제출용 박스 배치 장소 등 EAP 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반응이 필요합니다. 
 

IV. 투표소/투표지 제출용 박스 선정 

ROV 는 카운티가 투표 소와 투표지 제출용 박스 후보지를 선정하는 데 유용한 대중의 의견을 

구합니다. 투표 소는 접근성이 좋아야 하며 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시민 의견/질문: 

1. ROV 직원: 투표지 제출용 박스의 위치에 대한 제안이 있습니까? 

a. 참석자: 

i. Stanford 캠퍼스가 좋을 것 같군요. Palo Alto 에는 California 주에서 규모가 

가장 큰 인기 농산물 시장이 있습니다. California Ave.나 Downtown Palo 

Alto 에 설치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이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Palo Alto 와 Mountain View 에는 사원이 있는데 일본어 커뮤니티 

소속원들이 모일 수 있는 완벽한 곳입니다. 

V. 언어 접근성  

ROV 는 모든 유자격 유권자들이 투표 과정을 이해하고 투표에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언어 접근성을 제공하는 다양한 수단을 카운티에 지원하고자 유권자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을 받지 못했던 언어 커뮤니티 및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선거 공무원 

모집에 대한 제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시민 의견/질문: 

1. ROV 직원: 어떻게 하면 화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참석자: 일본어만 쓰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영어를 이해하는 일이며, 

이들은 영어를 선호하는 일본계 미국인들과도 소통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VI. 투표 접근성  

ROV 는 자격이 있는 모든 유권자들이 투표 절차를 이해하고 투표에 대해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인 및 장애인 유권자에게 접근성을 제공하는 다양한 수단을 카운티에 지원하고자 

유권자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시민 의견/질문: (없음) 
 

VII. 지원 활동 기회 

ROV 는 카운티 유권자들에게 가장 잘 다가갈 수 있고 VCA 와 함께 다가올 선거의 변화를 

유권자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입장과 지원 방법을 판단하기 위해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시민 의견/질문: 

1. ROV 직원: 우리는 광고, 소셜 미디어 및 관련 지원을 포함하여 사용이 가능한 수단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정 커뮤니티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Next-door 가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저희는 아이디어를 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커뮤니티에는 어떤 기업이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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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참석자: Bay Area Sports, Sakura Radio, T.V. 방송국 등이 있겠죠. Japan(채널명), 

Vivid Navigation, J-Weekly 도 있고요. 일본계 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영어를 

선호합니다. 

2. ROV 직원: 소셜 미디어는 어떤가요? 

a. 참석자: 일본인들은 Facebook 과 Twitter 를 좋아하죠. Stanford 대학에 일본어만 

사용하는 커뮤니티와 주로 소통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Japanese Stanford 

Association 에 연락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3. ROV 직원: Facebook 에 일본어 커뮤니티 그룹, 특히 Santa Clara 카운티와 관련된 것들이 

있나요? 

a. 참석자: 일본어 커뮤니티는 Twitter 에서 “Japanese” 해시태그로 검색하기를 

좋아하죠. 해시태그 검색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 “Presidential Election 2020”이 

일본어로 번역되면, 이 문구를 해시태그로 검색할 거예요. 

4. ROV 직원: Nishi Bei Weekly 라고 있던데, 잘 아시나요? Stanford Daily 에도 일본인 지인이 

있습니다. 일본계 미국인은 보통 Nishi Bei Weekly 를 보죠. 

5. ROV 직원: San Jose 의 Japantown 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저는 공부하느라 그런 쪽을 

잘 몰라서요. 

6. ROV 직원: 저희는 유권자 교육 확대에 도움이 되도록 강사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잘 아시는 단체나 기관이 있나요? 

a. 참석자: Palo Alto 어덜트 스쿨에서 일본어 수업을 하죠. 그쪽에 연락해서 강사 

교육 관련 회의를 해 보면 좋겠네요. Gunn 고등학교에서도 일본어 수업을 

합니다. 당연히 일본어 강사도 있고요.  

7. ROV 직원: Rachel Jung 이 저희 유권자 교육 지원 연합을 담당하고 있으며 관심이 

있으시다면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8. ROV 직원: 유권자 교육 지원 연합의 목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Santa Clara 카운티의 

등록 유권자는 많은데 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 등록국의 지원팀에는 단 3 명밖에 

없어서 여러 커뮤니티 기반 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유권자 교육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 참석자: 8 월 초에 대규모 여름 축제가 있는데 여기서 부스를 열어서 홍보하는 

것도 좋겠네요.  

9. ROV 직원: 일본어 사용자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문화 센터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a. 참석자: 예, Palo Alto Adult School 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가르치죠. 불교 사원, 

특히 일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도 확인하면 좋겠네요. Palo Alto Farmer’s 

Market 에서는 일본계 미국인 농부들이 생산한 여러 아시아 채소를 팔고 있어서 

지원 활동을 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마다 일본어로 교과 과정을 

진행하는 곳도 있어요. 여기 학생들은 일본어만 할 줄 알며 이 학교에서 일본어 

워크숍을 열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10. ROV 직원: Japantown 의 Tycho 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a. 참석자: 예. San Jose 에 있는 커뮤니티인데, 다른 도시에도 비슷한 드럼 협회들이 

있죠. Tycho 협회는 여러 도시에 있습니다. 그쪽에도 연락하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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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 등록국 

선거 관리 계획획(EAP) 
일반 상담 회의록 

유권자 등록국 

1555 Berger Dr., Building 2, San Jose, CA 95112 
Auditorium 

2019년 7월 13일 토요일 

오후 1:00~2:30 
 

회의 참가자: 

커뮤니티 내 유권자 18명 

참석 직원: 

Shannon Bushey, Vanessa Hamm, Magdalena Sta Maria, Shelby Galaviz, Allen Ocampo, Priscilla Favela, 
Linh Nguyen, Janora Davis, Alfred Gonzales, Patricia Lopez, Amy Sun, Chenxi Ye, Robert Weidlin, 
Michelle Tran, Matt Moreles, Mike Fong, Lillian Tsai 

조치 항목: 

• 주 총무처 (SOS) 웹사이트의 EAP 관련 지원 활동 자료 링크 업데이트 - 이전 링크는 SOS에 

보관. 

I. 소개 

참석자 환영 

II. 유권자 선택법 개요 

유권자 선택법(VCA)을 통해 이제 유권자들은 투표 방법, 시기,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우편 투표, 투표지 제출용 박스에 제출 또는 11일 내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VCA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III. 선거 관리 계획의 목표  

선거 관리 계획은 유권자 등록국(ROV)이 어떻게 VCA와 관련된 변경 사항을 이행하고 

커뮤니티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합니다. 

날짜, 자원 및 목표 
 

IV. 투표소/투표지 제출용 박스 선정  

ROV는 카운티가 투표 소와 투표지 제출용 박스 후보지를 선정하는 데 유용한 유권자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투표 소는 접근성이 좋아야 하며 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시민 의견/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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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석자: 투표지 제출용 박스는 얼마나 안전합니까? 

a. ROV 직원: 사슬로 묶고 자물쇠로 잠급니다. 선거일 밤 8:00시에 잠급니다. 

엄격한 관리 체계에 따라 씰에 번호를 매겨 관리하고 있으며 밤에 퇴근할 때 

사용 중인 번호를 기록하고 다음날 출근해서 이 번호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참석자: 4일/11일 운영 투표소에 대해 말해주세요. 밤마다 투표지를 회수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두나요? 

a. ROV 직원: 투표소는 보안이 유지됩니다. 투표지의 경우 투표소 내부에서 

자물쇠로 잠근 케이지에 넣어 보관합니다. 이제는 기존 투표 방식 외에도 

새로운 투표 시스템, 전자 선거인 명부와 새로운 온 디맨드 프린터 등이 

선거에 도입됩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수많은 사전 출력 투표지 박스를 

가지고 씨름하지 않아도 되며 다양한 종류의 투표지를 컴퓨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밤마다 카트리지에 있는 투표 결과를 파악하지도 않습니다. 

투표 결과는 마지막 날에 나옵니다. 

3. 참석자: 제 경우 항상 집 건너편의 동네 학교에서 투표를 했지만 이제는 투표를 할 

수 있는 날이 많아서 학교를 투표소로 사용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 같군요. 

a. ROV 직원: 맞습니다, 일부 학교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현재 찾고 

있는 부지도 클수록 좋기 때문에 학교, 도서관, 개인 주택의 차고 등 이전 

투표소는 어차피 못 씁니다. 

4. 참석자: 24시간 이용이 가능한가요? (투표지 제출용 박스) 

a. ROV 직원: 24시간 가능한 곳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시청 사무실에 

설치되는 박스의 경우 업무 시간 중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이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리면 투표지 제출용 박스도 그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참석자: 쇼핑몰은 어떤가요? 투표소 관련하여 그쪽에 연락해 보셨나요? 

a. ROV 직원: 예, 몇 군데 연락 했지만 하루 이용에 5천 달러를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낮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6. 참석자: 투표소가 정해지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요? 위치가 좋지 않다든가 하는 

이의요. 

a. ROV 직원: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합니다. 나중에 위치 선정의 근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각 투표소 선정에는 저마다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특정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다든가, 장애인용 주차장이 많다든가 

하는 등이죠. 그리고 모든 투표소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7. 참석자: 저는 Eastridge, King 센터, Tropicana 근처에 사는데 이 쇼핑몰에는 

베트남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오더군요. 

a. ROV 직원: 감사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V. 언어 접근성 

ROV는 모든 유자격 유권자들이 투표 과정을 이해하고 투표에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언어 접근성을 제공하는 다양한 수단을 카운티에 지원하고자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을 받지 못했던 언어 커뮤니티 및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선거 공무원 모집에 

대한 제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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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의견/질문: 

1. 참석자: 특정 투표소에 이중 언어 구사 직원을 배치하나요? 

a. ROV 직원: 예. 연방정부에서 의무화한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등 5개 언어로 자료를 준비합니다. 주 정부에서 의무화한 언어는 

일본어와 한국어입니다. 그리고 크메르어와 힌디어의 경우 과거에는 

의무였으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도 계속 이 언어들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총 9개 언어를 지원합니다. 처음으로 법적 

요건보다 많은 9개 언어로 공식 투표지를 준비하게 됩니다. 다른 4개 언어의 

경우 이제 공식 투표지를 사용하므로 불편하게 팩스로 투표지를 주고받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VI. 투표 접근성 

ROV는 자격이 있는 모든 유권자들이 투표 절차를 이해하고 투표에 대해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인 및 장애인 유권자에게 접근성을 제공하는 다양한 수단을 카운티에 지원하고자 

유권자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시민 의견/질문: 

1. 참석자: VCA 및 LAAC/VAAC 우편 엽서에 전화번호를 넣어주세요. 인터넷을 못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a. ROV 직원: 맞습니다. 

2. 참석자: 아직 서명 대신 “X”로 갈음할 수 있나요?  

a. ROV 직원: 예. 

b. 참석자: 그럼 어떻게 서명을 확인하나요? 

c. 참석자: 그러니까 “X”로 서명하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어떻게 검증하죠? 

d. ROV 직원: 저희는 판사가 정신적으로 투표에 부적합하다고 선언한 

사람들의 목록을 입수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유권자 명부에서 제외합니다. 

그 이상의 조치는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누구나 위증법 하에 

등록 양식을 작성하고 선거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정보와 주 전역 

시스템 외에 California ID 번호나 사회보장번호의 마지막 4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이 숫자가 귀하의 이름에 연결된 번호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확인합니다. 

e. 참석자: 휠체어를 타고 투표하시는 분들도 본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 

보이시더군요. 

i. ROV 직원: 법적으로는 누구라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ii. 참석자: 그런 장애 유권자들은 직접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누가 

대변해주나요?  

iii. ROV 직원: 저희가 장애가 무엇인지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바로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이죠. “X”를 서명으로 사용하려면 재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도와준 사람을 표시하는 해당 란에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정보가 해당 란에 있어야 하고, 그래야 “X”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가 처리되고 나면 시스템에 입력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투표할 때 해당 정보가 표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죠. 판사로부터 서면으로 명령을 받지 않는 

한 누구의 투표권도 막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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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지원 활동 기회 

ROV는 카운티 유권자들에게 가장 잘 다가갈 수 있고 VCA와 함께 다가올 선거의 변화를 

유권자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입장과 지원 방법을 판단하기 위해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시민 의견/질문: 

1. 참석자: 우리 카운티가 EAP를 시행한 다른 카운티들과 어떻게 협력하고 경험과 

교훈도 공유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a. ROV 직원: 물론이죠. EAP가 첫 시행된 2018년에 5개 카운티가 유권자 

선택법을 먼저 적용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2020년 선거에 주내 전체 등록 

인원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총 14개 카운티가 VCA를 적용하게 됩니다. 총 

카운티 수는 58개지만 전체 등록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14개 카운티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1년 넘게 다른 5개 

카운티들과 협력해오고 있습니다. 현장 견학도 했고, 사무실도 방문해 봤죠. 

그쪽 선거 담당자들도 만났고요. San Mateo를 방문했습니다. 

Sacramento에도요. 주 전역에 걸쳐 다른 카운티들과 매달 유권자 선택법 

담당 실무단과 전화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확인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죠. 

2. 참석자: 저희 동네에서는 매월 회의를 합니다. 대표를 참석시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돕고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으니까요. 

a. ROV 직원: 훌륭한 아이디어네요. 저희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VEOC는 저희가 시작한 것이며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은 아니지만 유권자 

참여도를 높이고 많은 이들에게 알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b. 참석자: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이중 언어 직원이 있나요? 

c. ROV 직원: 예, 물론입니다. 

3. 참석자: ROV에서 San Jose 인근 커뮤니티 협회에 연락하고 계신가요?  

a. ROV 직원: 저희는 이메일을 통해 시청 직원 및 시의회 의원, 행정 관리자 등 

가능한 모든 분들에게 이런 정보와 진행 상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원 활동 자료를 준비하는 중이기 때문에 다른 커뮤니티에도 정보를 

전달해달라는 메시지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4. 참석자: 자료는 8월 6일까지 준비될까요? (내셔널 나이트 아웃(National Night Out) 

일자) 

a. ROV 직원: 그때까지는 뭔가 준비가 될 겁니다. 

5. 참석자: 주유소 동영상에 안내나 광고를 하는 건 어떤가요? 

a. ROV 직원: 좋은 생각이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훌륭하군요. 

6. 참석자: 소셜 미디어는 필수입니다. 인포그래픽 애니메이션이 가능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a. ROV 직원: 동의합니다. Facebook, Twitter, Instagram, Nextdoor도 있고 

YouTube에 동영상도 올렸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최대한 활용하려 합니다. 

또한 인쇄물, 라디오, TV 및 스포츠 프랜차이즈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7. 참석자: The Sunnyvale Sun도 있고요. 

8. 참석자: VTA Busses와 Light Rail도 있습니다. 

9. 참석자: Evergreen Times도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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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참석자: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도 연락하시나요? 

a. ROV 직원: 예, 그렇습니다. West Valley 커뮤니티 칼리지를 투표소로 거의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San Jose 주 정부와 투표소 계약도 했습니다. 

11. 참석자: 시 축제에서 VCA 지원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a. ROV 직원: 저희는 일년에 약 250건의 지원 행사를 합니다. 예술 및 와인 

축제에 참석할 계획이며 가능한 커뮤니티 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색상을 이용한 지원 자료도 곧 활용할 예정입니다. 

12. 참석자: 커뮤니티 회의에서 배포할 정보 카드를 만들 수 있을까요? 

a. ROV 직원: 매우 좋은 생각입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데 아주 좋은 방법이죠. 

카드 요청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13. 참석자: San Jose 자이언츠도 고려하시나요? 

14. 참석자: 이동 주택 공원은 어떻습니까? 

15. 참석자: 선거 기간이 다가오면 다운타운에 있는 주변 예술 단체나 카페 등에서 

엄청나게 카드를 뿌려야 할 겁니다. 

a. ROV 직원: 맞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가 엽서 100장을 보내드리면 

가지고 가서 그런 카페에서 뿌리거나 게시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16. 참석자: 2020년 3월 대통령 선거는 많은 점에서 달라지며 정당에 따라 사람들이 

분열되는데 이런 점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a. ROV 직원: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지지의사 표명 거부(Decline to State) 

유권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저희가 투표지를 우편 발송하기 전에 

미리 통보하고 특정 정당을 바꾸실 의향이 있는가 묻습니다. 지지 정당 

전환을 생각하고 있다면  지지의사 표명 거부가 아닌 한 정당을 지지하는 

표를 우편으로 달라고 하거나 연락해 달라고 요청도 합니다. 유권자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직접 투표소에 가서 

말씀해주시면 다른 정당이 표시된 새 투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VIII. 기타 참고 사항 

1. 참석자: 다중 투표는 어떻게 방지합니까? 

a. ROV 직원: 저희 시스템은 등록 유권자들에게 우편 발송된 모든 투표지를 

추적합니다. 직원들은 태블릿을 이용하여 보안 인터넷 접속으로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다중 투표를 한다면 최초 투표지만 

계수되고 시스템상에 표시됩니다. 

2. 참석자: 누군가가 나 대신 투표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ROV 직원: 저희가 서명을 비교 확인합니다. 우편 투표지는 개별적으로 접수 

시에 스캔하며 서명 확인 작업은 사람이 직접 합니다. 그리고 확인 담당자가 

서명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두 번, 세 번 재확인하고 감독관 및 

관리자에게도 보고합니다. 

3. 참석자: 투표지를 추적할 수 있나요? 

a. ROV 직원: 예.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4. 참석자: 투표지 마감은 언제인가요? 

a. ROV 직원: 마감은 지난 2년간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로부터 3일 내에 완료됩니다. 선거일에 우체국 소인이 찍힌 투표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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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가 선거후 3일 내에 저희 쪽에 도착하면 유효합니다. 이 부분은 이번 새 

모델에서도 그대로입니다. 

5. 참석자: 이전과 비교할 때 투표소 인원 투입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ROV 직원: 이 부분은 아직 준비 중입니다. 3시간 교육 제도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선거 공무원으로 1~4일간 자원봉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엑스트라 헬프 카운티 직원” 제도도 새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가 

단계로, 온라인 신청을 거치면 참가할 수 있습니다. 4~7일간 교육을 받고 

11일간 근무하니까 총 2~3주 정도 일하게 됩니다. 

b. 참석자: 3월과 11월 사이에요? 

c. ROV 직원: 지금부터죠. 

6. 참석자: Santa Clara 카운티의 유권자는 얼마나 되나요? 

a. ROV 직원: 911,000명입니다. 

7. 참석자: 조건부 유권자 등록은 새로운 제도인가요? 

a. ROV 직원: 이 제도는 2017년부터 있었지만 아직 카운티 전역의 선거가 

없었으므로 2018년에야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이 

이용했습니다. 2020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8. 참석자: 등록 유권자들의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떤 인원을 

투입하나요? 

a. ROV 직원: 주 내 전체 유권자 정보가 VoteCal이라는 주 전역 유권자 

데이터베이스에 있습니다. 또한 주 총무처, 통계국, 자동차 교통부, 교정부, 

중범죄부 등에서 정보를 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체 카운티가 

연결된 주 전역 보안 시스템도 있습니다. 

9. 참석자: 유권자 중 임의로 Gilroy Outlet 같은 곳에 가서 투표하는 이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선거구 소속으로 투표한 것처럼 보일까요? 아니면 실제 선거구에 가야 

한다는 걸 이해할까요? 

a. ROV 직원: 선거구 시스템은 아직 투표 성명서에 의무화된 방법이므로 

그대로 유효합니다. 즉, 선거 결과는 선거구별로 발표됩니다.선거구는 

유지되지만 그와 무관하게 투표는 투표소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배정된 선거구와 이번에 시행되는 투표소는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거 결과는 선거구별로 보고합니다.  

b. ROV 직원: 유권자별로 올바른 투표지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건 일반적인 

투표지와는 다릅니다. 

c. 참석자: 온 디맨드 투표지군요. 그러니 어디서든 투표지를 받을 수 있고요. 

d. 참석자: 그러면 정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정당이나 정치 캠페인에서 이런 

데이터를 이용하므로 여전히 다시 선거구별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e. ROV 직원: 유권자는 보고를 위해 계속해서 선거구별로 구분됩니다. 

투표소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10. 참석자: 투표 참관인의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 

a. ROV 직원: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나중에 인터넷으로 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11. 참석자: 새 투표 시스템에서는 개인 정보와 관련된 우려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ROV 직원: 투표 시스템이 바뀌어도 개인 정보는 그대로 안전합니다. 

이번에도 원한다면 투표소에 가서 인쇄된 투표지를 받거나, 이용할 수 있는 

투표 장비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투표 후에는 투표지를 제표기에 넣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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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죠. 이때는 유권자의 이름과 무관하게 정리됩니다. 삽입되는 투표지를 

스캔만 하는 것이며 우편 투표지의 경우 접수 후 아래쪽을 향하도록 기기에 

넣어서 처리하므로 저희는 저희 사무소 주소만 보이는 봉투 앞쪽만 보게 

됩니다. 투표지는 종이든 전자 투표든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2명 

이상으로 구성된 팀이 처리합니다. 

b. 참석자: 그런 절차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투표지의 익명성을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누가 두 번 투표하면 

어떻게 가려내나요? 

c. ROV 직원: 말씀드린 확인 절차는 투표지를 개봉하기 전에 진행됩니다. 누가 

여러 번 투표하더라도 저희는 1인당 첫 번째 투표지로만 집계하며 다 

열어보지도 않습니다. 어떤 특정 유권자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유권자 추적 관련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d. 참석자:투표함에는 개봉된 투표지들이 가득 들어있나요? 아니면 미개봉 

상태로 들어있나요? 

e. ROV 직원: 임시 또는 조건부 유권자 등록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만 투표지를 

봉투 넣게 됩니다. 다른 투표지는 모두 같은 투표함에 들어갑니다. 

12. 참석자: 임시 등록 유권자의 경우 여전히 30일 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찢어내는 탭 

방식을 적용하시나요? 

a. ROV 직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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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VBM 프레젠테이션 

a. VBM 패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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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GIS 매핑 프레젠테이션 

V. 선거구 운영 프레젠테이션 

a. 투표소 

b. 투표소 인원 배치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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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투표지 레이아웃 프레젠테이션 

a. 언어 서비스 

VII. 공무 및 법무 프레젠테이션 

a. 홍보(미디어) 

b. 지원 

VIII. 선거 관련 물류 및 투표 시스템 프레젠테이션 

a. 투표 보안 

b. 투표지 제출 

c. 투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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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투표 접근성(10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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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y of Santa Clara 

 

 
 

EAP 공청회 

회의록 

2019년 8월 30일 금요일 

Board Chambers  

5:30pm ~ 7:30pm 
70 W. Hedding St., San Jose, CA 95110  

 

I. 환영합니다 

a. 소개 인사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 등록국 소속 Shannon Bushey. 유권자 등록국 사무국(ROV)은 

선거 관리 계획(EAP)과 관련된 피드백을 구하고 있습니다. 피드백은 종이 양식 및 온라인 양식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b. ROV는 자체 규칙, 기본 원칙, 의제 개요 등을 다루었습니다. ROV는 누구나 언어 접근성 

자문위원회(LAAC) 및 유권자 접근성 자문위원회(VAAC)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렸습니다. 

지지 정당이 없는 이들에게 의견 카드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ROV는 의견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c. ROV 임직원 주제별 전문가(SME)들이 모든 질문에 답변했으며 여러 언어로 통번역도 

제공되었습니다.  

d. ROV 부서 관리자 소개 

II. 유권자 선택법(VCA) 개요 프레젠테이션 

a. 공청회 실시간 스트리밍 링크:  

i. https://www.youtube.com/watch?v=WxALTnXIVXc 

b. VCA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i. 프레젠테이션 – https://youtu.be/WxALTnXIVXc?t=1253 

ii. VCA는 2020년 3월 3일에 시작되는 대통령 예비 선거부터 적용됩니다. 

iii. 등록된 모든 유권자에게 우편 투표용(VBM) 투표지가 발송됩니다. –  

1. 반송용 봉투 

2. 공식 투표지 제출용 박스 

3. 원하는 투표소에서 투표 

iv. 카운티 전역에 최대 120개 투표소 설치 예정 – 

1. 신규 추가 서비스 

2. 신규 투표 장비 

3. 원하는 투표소에서 투표 

v. 조기 투표일 확대 – 

1. 투표소는 선거 10일 전까지 운영됩니다. 

vi. 당일 투표 – 

1. 조건부 유권자 등록: 하루 안에 등록 및 투표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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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다음 사항에 초점을 맞춘 EAP 수립 –

1. 투표소 위치

2. 접근성

3. 언어 지원

4. 유권자 교육 및 지원활동

5. 커뮤니티 의견/피드백

viii. 이전 EAP 공청회 –

1. (2) 일반, (2) 접근성, 베트남어, 크메르어, 타갈로그어, 스페인어, 중국어,

한국어, 힌디어, 일본어. 이러한 회의를 통해 커뮤니티 의견을 수렴하여

EAP 초안을 준비했습니다.

ix. EAP 관련 일정 –

1. 초안 작성 > 유권자 의견 수렴 > 초안 수정 > 유권자 의견 수렴 > 최종 초안

c. ROV 의견: 2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EAP 계획은 한 달 이상 온라인으로

공개되었습니다. VCA 자원 링크: https://www.sccgov.org/sites/rov/VCA/Pages/home.aspx

III. RAVBM: 우편 투표국 프레젠테이션

a. 프레젠테이션 링크: https://youtu.be/WxALTnXIVXc?t=1543

b. 우편 투표(VBM) 패킷:

i. 2018년 11월 6일 기준 유권자 등록 개요

ii. 등록된 모든 유권자에게 우편 투표지가 발송됩니다.

iii. 유권자 15,000명당 투표지 제출용 박스 1개 설치

iv. 공식 투표지 샘플, 반송용 봉투, VBM 관련 설명, 각 패킷에 포함된 스티커

v. 군인/해외 유권자용 투표 자료 및 설명의 개요 및 이미지

c. 투표지 제출용 박스:

i. ROV는 현재 (실내외 포함) 약 90개의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1. 카운티/시 도서관

2. 학교/대학

3. 카운티 건물

4. 시청

ii. 투표지 제출용 박스 보안 장치 –

1. 케이블 잠금장치

2. 씰

3. ADA 준수

d. 원격지원 우편투표(RAVBM):

i. 군복무, 해외 여행 중 및 장애 유권자 대상
ii. 편의 투표 개요 및 투표지 전자 버전 링크; 유권자는 자신의 투표지를 출력하여

ROV로 우편으로 보내야 해당 표가 계수됩니다. 투표지 선택은 인터넷을 통해전자

적으로 선택되지 않습니다. 편의 투표 링크:

https://www.sccgov.org/sites/rov/Voting/Pages/Voting-Accessibility.aspx

iii. RAVBM 설명 영상 링크(Democracy Live 이용): https://youtu.be/LRZ8HllghQc?t=1438

IV. 그래픽 정보 시스템 매핑 부서 프레젠테이션

a. 프레젠테이션 링크: https://youtu.be/WxALTnXIVXc?t=2189

b. 데이터를 사용한 투표소 위치 선정:

c. 투표소 위치 선정 요소:

i. 시설

ii. 사회경제적

iii. 지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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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데이터 자원: 

i. 미국 지역사회 조사 – 

1. 가장 최근의 미국 지역사회 조사(ACS) 데이터 

2. 2017년 실시 

3. 미국 인구조사국 

ii. Santa Clara 카운티 ROV 데이터베이스 – 

1. 최신 등록 유권자 수 

2. 투표지 사용 개수 

iii. 대중교통 - 

1. 밸리 교통국(VTA) 

2. 캘리포니아주 교통국 

iv. 카운티 GIS 데이터 – 

1. 도로 중앙선 

2. 시 경계선 

e. 지리적 요인 

i. 위치 분산용 투표소 경계선 – 

1. 등록 유권자 5만 명당 11일 개설 투표소 1개 

• 약 25개의 투표소 구역 

2. 등록 유권자 1만 명당 4일 개설 투표소 1개 

• 약 120개의 투표소 구역 

3. 투표지 제출용 박스 

• 약 80개의 제출용 박스 추산 

ii. 경계선 결정 – 

1. 시 경계선 

2. 인근지역 

3. 주요 도로 

4. 지방 도로 

f. 사회경제적 요인 - 의사결정 최적화 기술 솔루션(DOTS)을 이용하여 다음 요소에 배점: 

i. 대중교통 

ii. 교통량 

iii. 주요 인구 밀집 지역 

iv. 소수 언어 커뮤니티 

v. 장애 

vi. 낮은 차량 보유율 

vii. 저소득 

viii. 우편 투표 사용율 

ix. 낮은 유권자 등록률 

V. 선거구 운영부 프레젠테이션   

a. 프레젠테이션 링크: https://youtu.be/WxALTnXIVXc?t=2474 

b. 투표소 개요: 

i. 선거일까지 Santa Clara 카운티 전역에 최대 약 125개의 투표소 설치 

ii. 두 번의 주말을 포함해 11일간 투표 가능 

iii. 선거 10일 전 2020년 2월 22일에 20% 개설 

iv. 선거 3일 전 2020년 2월 29일에 80% 개설 

v. 새로운 투표 기술을 이용하여 Santa Clara 카운티 내 어디서나 투표 가능 

vi. 유권자 등록국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서비스 이용 가능 

c. 투표소 운영: 

i. 운영시간 – 

1. 선거일: 하루 8시간(오전 7시 - 오후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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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VCA 투표소 가이드라인 – 

1. 인구 5만 명당 11일 개설 투표소 1개 필요 

2. 인구 1만 명당 4일 개설 투표소 1개 필요 

iii. Santa Clara 카운티 그리드 – 

1. 2020년 3월 및 11월에 필요한 투표소 수 추산 

2. 몇 가지 인구통계학 기준에 따라 최적의 위치 선정을 지원 

iv. 부지 선정 – 

1. 14개 고려 중 

2. 부지 가용성 및 다른 기준을 함께 적용 

d. 투표소 인원 배치 및 교육: 

i. 시간제: 추가 지원 카운티 근로자 – 

1. 팀장: 투표 과정 감독 및 자원 흐름 지시 

2. 지원: 임직원 및 유권자 지원 

ii. 유급 근무자: 자원봉사자, 고등학교 학생 – 

1. 지원: 임직원 – 유권자 지원 

2. 응대 담당: 환영, 지원, 줄을 서도록 안내 

iii. 고용 기간*(교육 및 선거일 포함) – 

1. 팀장: 21일 

2. 지원 및 응대 담당: 14일 

iv. 자세한 정보: www.sccvote.org 

e. 지원 목표: 

i. 투표소 모델 전환 강조 및 향후 변화에 대해 안내 

ii. 교육 및 유권자 경험 개선 

iii. 참여율 저조 커뮤니티 파악 및 참여 독려 

iv. 대중 참여 환영 

v. 전체 커뮤니티의 민간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유권자 교육 및 지원 

연합) 

vi. 유권자 교육 자료, 민간/지자체 자원 제공 

VI. 투표지 레이아웃 부서 프레젠테이션   

a. 프레젠테이션 링크: https://youtu.be/WxALTnXIVXc?t=2819 

b. 연방 의무 지원 언어: 

i. 영어  

ii. 중국어 

iii. 스페인어 

iv. 타갈로그어 

v. 베트남어 

c. 주 정부 의무 지원 언어: 

i. 한국어  

ii. 크메르어 

d. 이전 의무 지원 언어: 

i. 힌디어  

ii. 일본어  

e. 2020년 3월 3일 대통령 예비선거의 공식 투표지는 다음 언어로 제작됩니다. 

i. 영어 

ii. 중국어 

iii. 스페인어 

iv. 타갈로그어 

v. 베트남어 

vi. 한국어 

vii. 크메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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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일본어 

ix. 힌디어 

f. 투표지는 모두 다음 형식으로 제작됩니다. 

i. 광학 스캔 종이 투표지 

ii. 편의형 터치스크린 투표지 

iii. 편의형 청각 투표지 

iv. 군복무, 해외 여행 중 및 장애 유권자 대상 원격 편의형 투표지 

g. 2016년 및 2020년 대통령 예비 선거용 투표지 비교: https://youtu.be/WxALTnXIVXc?t=2918 

i. BLD는 2016년 대비 2020년에 2배 많은 투표지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h. 카운티 유권자 정보 가이드(CVIG) 및 e북: 

i. 투표소 및 sccvote.org 웹사이트에는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로 

된 카운티 유권자 정보 가이드(CVIG) 및 e북이 제공됩니다. 

i. VCA 시행: 

i. 카운티 전역으로 언어 지원 확대 

ii. 투표소 내 언어 지원 제공 

iii. 2개 언어 투표지 자료 증대 

VII. 공무 및 법무 부서 프레젠테이션   

a. 프레젠테이션 링크: https://youtu.be/WxALTnXIVXc?t=3053 

b. 다이렉트 미디어 지원: 

i. 신문 

ii. TV 

iii. 라디오 

iv. 온라인 

c. 유권자 선택법: 

i. 미디어에 정보 제공 = 대중(유권자)에 정보 제공 

1. 새로운 투표 옵션 

2. 새로운 투표 시스템 

3. 새로운 접근성 및 언어 옵션 

d. 홍보: 

i. 이전 캠페인 – 채용, 우편 투표 

ii. 전체 플랫폼 – 출력물, TV, 라디오, 온라인, 버스 

e. 지원 캠페인 규모 확대: 

i. 이전 - 선거 6~8주 전 개시 

ii. 9월에 홍보용 광고 개시 및 3개월간 계속 

iii. 3월 3일 선거 전 및 연휴 후 홍보 강화 

f. 언어별 미디어 지원: 

i. 활용 매체 확대 

ii. 선거 관리 계획 회의 의견 반영 

iii. 쇼핑객 자료, 라디오, TV도 가능 

iv. 기타 언어 미디어 지원에 다음 포함 – 
1. Nichi Bei 
2. La Oferta 
3. Philippine News 
4. Viên Thao Television 
5. SOH 
6. Silconeer 

7. India West Best Indian Newspaper(인쇄본 및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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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주요 컨텐츠 – 

1. 커뮤니티별 제공 

2. 무료 유권자 언어 지원 핫라인 

3. 편리한 형식의 우편 투표용 투표지 

4. 원격지원 우편투표 

vi. 소셜 미디어 – 

1. http://www.facebook.com/sccvote/ 
2. https://www.instagram.com/sccvote/ 
3. https://twitter.com/sccvote/  
4. https://www.youtube.com/user/sccvote  
5. Nextdoor: @sccvote 

vii. 스포츠 프랜차이즈 – 
1. San Francisco 49ers 
2. San Jose Sharks 
3. San Jose Earthquakes 

VIII. 선거 관련 물류 및 투표 시스템 부서 프레젠테이션  

a. 프레젠테이션 링크: https://youtu.be/WxALTnXIVXc?t=3318 

b. 투표 보안: 

i. 투표 장비 감시 시스템 이용 

c. 투표지 제출: 

i. 운송 수단 운영 –  

1. 1~2일 내 배송 

2. 트럭 1대당 3~4곳 담당 

3. 트럭 8-30대 / 약 60명 투입 

4. 배송 시 ELVS 직원 2명 및 투표소 직원 1명 지원 

5. 투표지 제출용 박스 위치 

6. 투표소별 전략적 색상 표시 패키지 

7. 민감성 장비용 보안 조치가 된 전략적 포장 

8. 물품 요건 

ii. 물류 및 물품 센터 – 

1. 투표소용 물품, 기술 지원품, 교체용 장비 및 추가 용품을 실은 트럭 1대 및 

소형 차량 3대를 카운티 전역에서 운용 

iii. 투표지 반송 시스템 – 

1. 운송업체 

2. VBM 투표지 제출용 박스 운송업체 

d. 투표 장비: 

i. 데이터 정리 장비 – 

1. 투표소당 최대 3대 

ii. 편의형 투표지 기표 장치 – 

1. 투표소당 최대 8대 

iii. 전자 투표 명부 – 

1. 투표소당 최대 11대 

iv. 주문형 투표지 – 

1. 투표소당 최대 5대 

v. 소형 투표지 스캐너 – 

1. 최대 8대 

vi. 대형 투표지 스캐너 – 

1. 최대 10대 

vii. 투표지 검사소 – 

1. 최대 1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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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투표지 패키지 및 씰: 

i. 투표지 회수 및 보관용 장소 

f. 기술 프로젝트 및 계획: 

i. Cisco 전화 시스템(안정적인 고객 서비스) 

ii. 계층 기술 지원 계획(서비스 연속성) 

iii. 투표소 보안 접속 

iv. 사이버 보안(대비 인식) 

v. TrackIT 시스템(검증) 

vi. 자산 관리 시스템(책임성) 

 

IX. 의견 카드 배포  

X. 논의 

a. 참가자(질문 1): 유권자 선택법을 시행한 다른 카운티들은 성공을 거두었나요? 

i. ROV 답변: 2018년에 5개 카운티에서 VCA가 실시되었으며 2020년에는 14개 카운티가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주내 등록 비율의 50%에 해당합니다. 우리 카운티는 주 

정부 및 다른 카운티들과 1년 넘게 협력해왔으며 담당 부서를 통해 VCA를 실시한 

카운티와 협의해왔습니다. 현재는 주 전체적으로 컨퍼런스 콜을 실시합니다. 다른 

카운티 및 주와도 계속 협력하고 있습니다. 전체 카운티들이 VCA 시행에 성공했으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겪은 문제 중에는 이전 

투표소는 하루만 열면 되지만 VCA를 통한 신규 투표소는 보다 오랫동안 운영하기 

때문에 투표소 위치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125개소를 확보했지만 규모, 접근성, 주차 등의 문제로 이전에 이용했던 투표소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확정된 투표소 부지는 20%에 불과합니다. 그 

외에도 선거 관리요원 채용 및 추가 지원 직원 채용도 쉽지 않았습니다. 위치나 일정 

문제로 인해 투표소에서 2~3주간 근무할 수 있는 이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유권자 

의견 등을 모두 수렴한 후에는 추가 지원 인력 채용에 집중할 계획이며 유급 근무자 

채용도 진행할 것입니다.  

ii. ROV 답변: 이전에 저희를 도와주신 자원봉사자들은 단 하루만 일했습니다. 이제는 

11일을 일해야 합니다. 일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시즌만 고용되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카운티 공무원으로 지원하시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주말 내내 도와주실 분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표 장비도 이전과 달라졌고 

교육도 완전히 새로 해야 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실 분들은 이러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이며 그때마다 헤쳐나가면서 배울 것입니다. 

b. 참가자(질문 2): 투표소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13시간 열리지만 운영은 8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5시간은 닫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러 여유 있게 정하신 건가요? 

i. ROV 답변: 선거 당일에는 아침 7시부터 오후 8시까지가 맞습니다. 선거 10일 전부터는 

투표소가 가동 준비된 상태지만, 그 정도는 차이가 있으며 일부 투표소의 경우 오전과 

오후에 따라 개소 시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ii. ROV 답변: 선거 전 개설 투표소 관련 요건에 대해 정리하자면 1일 최소 8시간 이상 열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 당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c. 참가자(질문 3): 새 선거 제도에서는 “선거구”가 어떻게 되는가요? 

i. ROV 답변: 선거구는 그대로 유지되며, 투표 시 선거구별로 유권자를 분류합니다. 다만 

어느 투표소나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중요성이 약해지긴 했습니다. 선거구와 

투표소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지리적 데이터를 구하는 근거는 될 것입니다. 투표 

성명서에 따르면 투표 결과를 선거구별로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투표를 

하는 투표소는 어디든지 무관합니다. 

d. 참가자(질문 4): 5만 명 및 1만 명 기준 인구 경계선은 주간 인구 변화를 반영한 것인가요? 

i. ROV 답변: 저희 데이터는 최신 유권자 등록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인구 50%를 더한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거주지 및 주소는 인구조사 데이터를 통해 확인됩니다. 주간 

인구 변화의 경우, 투표가 이루어지는 곳에 대한 데이터 추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18



 

 

e. 참가자(질문 5): 8시간 운영되는 투표소에서 투표된 투표지는 선거 마감 후 밤까지 어떻게 

보관하나요? 

i. ROV 답변: 투표소의 투표지 대부분은 유권자가 직접 넣는 투표지 정리기를 

통과합니다. 이 장비는 메모리 카트리지에 결과를 저장하며 정리기는 카트리지를 

안전하게 잠긴 용기에 넣습니다. 투표지는 하루가 끝날 때까지 접수합니다. 매일 

밤마다 씰을 개봉하여 다시 저희 사무소로 안전하게 가져갑니다. 이를 위해 정해진 

운송 규칙을 엄격히 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표지는 정리기로 들어갑니다. 다만 

임시 투표지 또는 조건부 유권자 등록 투표지(CVR) 또는 VBM 투표지는 예외입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 기존 투표소와 마찬가지로 안전하게 밀봉하는 투표지 가방을 각 

투표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투표지들은 봉투에 넣어 투표소 박스에 넣으며 매일 

마감 시 사무소로 운송하여 씰을 개봉합니다. 처리량이 너무 많아 투표지 박스가 더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한 바퀴형 케이지에 담아 그대로 또는 카트 등으로 

운반하는 계획도 준비 중입니다. 

f. 참가자(질문 6): 웹사이트와 유권자 행동 계획을 둘어보았는데, 최근 카운티 보고서에 노숙자가 

증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유권자 접근성 계획이 있나요? VCA 전에도 인터넷을 

찾아보니 National Coalition of Homelessness(노숙자를 위한 국가 연합)에서 노숙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최근 VCA와 관련하여 업데이트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이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기 위해 갈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점들이 VCA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i. ROV 답변: 유권자 권리에 대해 알아보려면 저희 사무소가 가장 좋은 곳입니다. 전화를 

하셔도 좋고 웹사이트를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면, 투표 기간 11일 

중 아무 투표소나 찾아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시면 관리요원들이 투표권에 대해 

잘 알려드릴 것이며 거기서 등록도 가능합니다. CVR 투표도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답이 되실지요? 

ii. 참가자 답변: 예. 다만 웹사이트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드린 질문입니다. 유권자 

접근성과 관련하여 많은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가장 잘 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그 덕분에 노숙자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될까요? 

iii. ROV 답변: 그렇습니다. 다른 유권자들과 마찬가지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누구나 등록할 수 있으며 거주지 주소가 없다면 거리 주소를 이용할 수도 있고, 

특정 투표지 종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iv. 참가자 답변: 노숙자들은 72시간마다 RV를 계속 옮겨 다녀야 하는데 매번 거리 주소를 

바꿔야 하나요? 

v. ROV 답변: 투표를 하러 가실 때 재등록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등록 정보를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조건부 유권자 등록 제도를 이용하면 누구나 아무 투표소에서 가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g. 참가자(질문 7): 투표소 경계와 관련해서요. 1만, 5만, 주간 데이터의 경우 Palo Alto 지역은 낮 

시간에 3배가 늘어납니다. 5만 명을 기준으로 투표소 위치를 정하신다니 다행이긴 합니다만, 

Palo Alto는 101번 도로 근처에 차가 많이 막히고 그 때문에 누가 언제 투표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비거주자도 많고, 그 중에는 San Jose 주민들도 있는데, 이 분들은 거기서 투표를 

할 생각일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요? 예비 선거 기간 중에 지역별 투표 현황을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i. ROV 답변: 방문 유권자나 제출된 투표지가 많거나 적은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활동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투표소를 늘리고자 하며 이번 선거에서의 추이를 

잘 지켜볼 계획입니다. 

ii. ROV 답변: 주간 인구 이동을 제대로 반영하고 싶지만 아직 관련 데이터가 없습니다. 

일자리 밀집 지역의 경우 5만 명보다 기준을 낮게 잡아야 할 것이며 주택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기준을 높게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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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참가자(질문 8): 우편 투표를 하고 나서도 투표소에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요. 

i. ROV 답변: 저희 선거 관리 시스템은 새로운 전자 명부 패드/태블릿을 통해 모든 

투표소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투표하신 분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명부에 서명하는 방식 대신 명부 패드를 사용하는 것이죠. 또한 투표소 근무자들도 

저희 전자 장치에서 유권자를 조회하고 해당 정보를 저희 유권자 등록 정보 및 우편 

투표자 정보와 대조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투표한 유권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투표한 

유권자에게는 투표지를 드리지 않습니다. 임시 투표(PV) 제도도 있습니다. 투표소에 

오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유권자이지만 이 분이 투표를 했는데도 또 하시겠다고 

우기면 하도록 해 드립니다. 다만, 이 투표지는 별도 임시 봉투에 보관하며 이는 

투표소에서 계수하지 않습니다. PV 봉투는 저희 사무소로 반송되어 봉투에 기재된 

정보를 조회하게 됩니다. 이미 투표한 유권자의 투표지는 개봉되지 않습니다. 

i. 참가자(질문 9): 계수기는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해킹당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i. ROV 답변: 저희 투표지 정리 시스템은 중앙 정리기 서버를 포함한 정리기 사설 

네트워크에만 연결되며 외부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카운티 내부 네트워크나 외부 

인터넷과는 무관합니다. 이 정리기는 각 투표소에서 오프라인 상태나 마찬가지이며, 

저희 쪽으로 결과를 보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정리기의 결과를 보려면 하드디스크를 

빼서 사무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보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외부 

USB 반입은 금지되며 반입하더라도 정리 시스템 또는 그에 연결된 단말기 등에 꽂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웹페이지에 선거 결과를 게시할 때, 선거 결과가 정리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의 사본을 USB 드라이브로 

내보내서 이걸 들고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에 꽂아 결과를 업로드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결과는 정리기 데이터의 사본이며 누군가 웹사이트를 해킹해서 결과를 

조작하더라도 정리기의 원본 결과는 그대로입니다. USB 드라이브를 사용한 후에는 

격리 조치 되므로, 보안 네트워크에서 다시 사용되는 일도 없습니다. 

j. 참가자(질문 10): 선거 마감 후 밤에 투표소에서 투표 결과를 정리/계수한다고 하셨죠? 

i. ROV 답변: 예. 유권자는 투표 후 투표지를 정리기에 넣게 됩니다.  그러면 시스템에서 

초과 기표된 투표지, 덜 기표된 투표지 등 문제가 있는 투표지를 표시합니다. 장비에 

투표지를 넣음으로써 투표가 완료되면, 해당 데이터를 시스템에 정리하고 투표지는 

안전한 칸으로 들어갑니다. 선거 종료 후 밤에 카트리지를 다시 ROV 사무소로 

가져오며 여기서 결과를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투표 결과를 정리한 데이터가 정리되어 

저희가 공개하게 됩니다.  

k. 참가자(질문 11): 정리기의 투표지 스캐너로 잘못 기표된 투표지를 파악해서 유권자가 수정할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인가요? 

i. ROV 답변: 예.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l. 참가자(질문 12): 방금 말씀하신 대로네요. 정리기를 쓴다고 해서 걱정했습니다. 엉뚱한 표가 

집계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보안과 관련하여 결과가 집계될 때 실제 결과와 달라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유권자가 이런 투표 방식을 싫어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나요? 

i. ROV 답변: 투표소에서는 2가지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종이 

투표지로 직접 기표하는 것이며 이는 전자장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은 

편의형 기표 장치입니다. 터치스크린 방식이지만, 기표된 투표지를 장비의 메모리에 

저장하는 대신 출력합니다. 유권자는 출력된 투표지를 훑어본 다음 정리기에 넣게 

됩니다. 즉, 정리기에 넣어서 투표 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자신이 제대로 기표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ii. ROV 답변: 캘리포니아의 경우 선거 후 감사가 의무화되어 종이 투표지를 무작위 

샘플링하고 투표지를 수작업으로 검수하기도 해서 결과와 비교합니다. 이를 통해 

악의적인 행동이나 오류가 있었다면 패턴이나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장비에서는 “판정”이라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유권자가 잘못 

기표했거나 장비가 잘못 판독하게끔 기표한 경우, 장비가 해석한 기표 내용을 

무시하고 원하는 기표 내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시스템은 이 투표지에서 일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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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행동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시관을 두고 감독하게 하며 그들에게 

투표지 로그 및 이미지를 보여주고 종이 투표지도 확인하게 합니다. 이를 시스템에서 

투표지별로 판독 및 계수한 내용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m. ROV 답변: 투표를 한 유권자는 기표 내용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높은 

투명성과 감사 기능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는 매우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시연해드릴 수 있습니다. 

 

XI. 결론 

a. ROV 마무리: 오늘 참석해 주시고 의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의견은 2019년 9월 4일까지 계속 

접수합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4일 수요일에 추가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장소는 같지만 시간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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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y of Santa Clara 

 

 
 

EAP 공청회  

회의록 
2019년 9월 4일 수요일 

Board Chambers  
6:00pm ~ 8:00pm 

70 W. Hedding St., San Jose, CA 95110  
 

I. 환영합니다 

a. 소개 인사 - 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 등록국 소속 Shannon Bushey 유권자 등록국 사무국ROV은 

선거 관리 계획(EAP)과 관련된 피드백을 구하고 있습니다. 피드백은 종이 양식 및 온라인 양식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b. ROV는 자체 규칙, 기본 원칙, 의제 개요 등을 다루었습니다. ROV는 누구나 언어 접근성 

자문위원회(LAAC) 및 유권자 접근성 자문위원회(VAAC)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렸습니다. 지지 

정당이 없는 이들에게 의견 카드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ROV는 의견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c. ROV 임직원 주제별 전문가(SME)들이 모든 질문에 답변했으며 여러 언어로 통번역도 

제공되었습니다.  

d. ROV 부서 관리자 소개 

II. 유권자 선택법(VCA) 개요 프레젠테이션 

a. 공청회 실시간 스트리밍 링크:  

i. https://www.youtube.com/watch?v=WxALTnXIVXc 

b. VCA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i. 프레젠테이션 – https://youtu.be/WxALTnXIVXc?t=1253 

ii. VCA는 2020년 3월 3일에 시작되는 대통령 예비 선거부터 적용됩니다. 

iii. 등록된 모든 유권자에게 우편 투표용(VBM) 투표지가 발송됩니다 –  

1. 반송용 봉투 

2. 공식 투표지 제출용 박스 

3. 원하는 투표소에서 투표 

iv. 카운티 전역에 최대 120개 투표소 설치 예정 – 

1. 신규 추가 서비스 

2. 신규 투표 장비 

3. 원하는 투표소에서 투표 

v. 조기 투표일 확대 – 

1. 투표소는 선거 10일 전까지 운영됩니다. 

vi. 당일 투표 – 

1. 조건부 유권자 등록: 하루 안에 등록 및 투표까지 가능합니다. 

vii. 다음 사항에 초점을 맞춘 EAP 수립 – 

1. 투표소 위치 

2. 접근성 

3. 언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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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권자 교육 및 지원활동 

5. 커뮤니티 의견/반응 

viii. 이전 EAP 공청회 – 

1. (2) 일반, (2) 접근성, 베트남어, 크메르어, 타갈로그어, 스페인어, 중국어, 한국어, 

힌디어, 일본어. 이러한 회의를 통해 커뮤니티 의견을 수렴하여 EAP 초안을 

준비했습니다. 

ix. EAP 관련 일정 – 

1. 초안 작성 > 유권자 의견 수렴 > 초안 수정 > 유권자 의견 수렴 > 최종 초안 

c. ROV 의견: 2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EAP 계획은 한 달 이상 온라인으로 

공개되었습니다. VCA 자원 링크: https://www.sccgov.org/sites/rov/VCA/Pages/home.aspx 

 

III. 우편 투표국 프레젠테이션 

a. 프레젠테이션 링크: https://youtu.be/WxALTnXIVXc?t=1543 

b. 우편 투표(VBM) 패킷: 

i. 2018년 6월 11일 기준 유권자 등록 개요 

ii. 등록된 모든 유권자에게 우편 투표지가 발송됩니다 

iii. 유권자 15,000명당 투표지 제출용 박스 1개 설치 

iv. 공식 투표지 샘플, 반송용 봉투, VBM 관련 설명, 각 패킷에 포함된 스티커  

v. 군인/해외 유권자용 투표 자료 및 설명의 개요 및 이미지 

c. 투표지 제출용 박스: 

i. ROV는 현재 실내외 포함 약 90개의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 

1. 카운티/시 도서관 

2. 학교/대학  

3. 카운티 건물 

4. 시청 

ii. 투표지 제출용 박스 보안 장치 – 

1. 케이블 잠금장치 

2. 씰 

3. ADA 준수 

d. 원격지원 우편투표(RAVBM): 

i. 군복무, 해외 여행 중 및 장애 유권자 대상 

ii. 편의 투표 개요 및 투표지 전자 버전 링크; 유권자는 자신의 투표지를 출력하여 ROV로 

우편으로 보내야 해당 표가 계수됩니다. 투표지 선택은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으로 

선택되지 않습니다. 편의 투표 링크: https://www.sccgov.org/sites/rov/Voting/Pages/Voting-
Accessibility.aspx 

iii. Democracy Live를 이용하는 RAVBM 설명 영상 링크: https://youtu.be/LRZ8HllghQc?t=1438 

 

IV. 그래픽 정보 시스템 매핑 부서 프레젠테이션   

a. 프레젠테이션 링크: https://youtu.be/WxALTnXIVXc?t=2189 

b. 데이터를 사용한 투표소 위치 선정: 

c. 투표소 위치 선정 요소: 

i. 시설 

ii. 사회경제적 

iii. 지리적 

d. 데이터 자원: 

i. 미국 지역사회 조사 – 

1. 가장 최근의 미국 지역사회 조사(ACS) 데이터 

2. 2017년 실시 

3. 미국 인구조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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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Santa Clara 카운티 ROV 데이터베이스 – 

1. 최신 등록 유권자 수 

2. 투표지 사용 개수 

iii. 대중교통 – 

1. 밸리 교통국(VTA) 

2. 캘리포니아주 교통국 

iv. 카운티 GIS 데이터 – 

1. 도로 중앙선 

2. 시 경계선 

e. 지리적 요인: 

i. 위치 분산용 투표소 경계선 – 

1. 등록 유권자 5만 명당 11일 개설 투표소 1개 

a. 약 25개의 투표소 구역 

2. 등록 유권자 1만 명당 4일 개설 투표소 1개 

a. 약 120개의 투표소 구역 

3. 투표지 제출용 박스 

a. 약 80개의 제출용 박스 추산 

ii. 경계선 결정 – 

1. 시 경계선 

2. 인근지역 

3. 주요 도로 

4. 지방 도로 

f. 사회경제적 요인 - 의사결정 최적화 기술 솔루션(DOTS)을 이용하여 다음 요소에 배점: 

i. 대중교통 

ii. 교통량 

iii. 주요 인구 밀집 지역 

iv. 소수 언어 커뮤니티 

v. 장애 

vi. 낮은 차량 보유율 

vii. 저소득 

viii. 우편 투표 사용율 

ix. 낮은 유권자 등록률 

V. 선거구 운영부 프레젠테이션   

a. 프레젠테이션 링크: https://youtu.be/WxALTnXIVXc?t=2474 

b. 투표소 개요: 

i. 선거일까지 Santa Clara 카운티 전역에 최대 약 125개의 투표소 설치 

ii. 두 번의 주말을 포함해 11일간 투표 가능 

iii. 선거 10일 전 2020년 2월 22일에 20% 개설 

iv. 선거 3일 전 2020년 2월 29일에 80% 개설 

v. 새로운 투표 기술을 이용하여 Santa Clara 카운티 내 어디서나 투표 가능 

vi. 유권자 등록국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서비스 이용 가능 

c. 투표소 운영: 

i. 운영시간 – 

1. 선거일: 하루 8시간(오전 7시 - 오후 8시) 

ii. VCA 투표소 가이드라인 – 

1. 인구 5만 명당 11일 개설 투표소 1개 필요 

2. 인구 1만 명당 4일 개설 투표소 1개 필요 

iii. Santa Clara 카운티 그리드 – 

1. 2020년 3월 및 11월에 필요한 투표소 수 추산 

2. 몇 가지 인구통계학 기준에 따라 최적의 위치 선정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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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부지 선정 – 

1. 14개 고려 중 

2. 부지 가용성 및 다른 기준을 함께 적용 

d. 투표소 인원 배치 및 교육 

i. 시간제: 추가 지원 카운티 근로자 – 

1. 팀장: 투표 과정 감독 및 자원 흐름 지시 

2. 지원: 임직원 및 유권자 지원 

ii. 유급 근무자: 자원봉사자, 고등학교 학생 – 

1. 지원: 임직원 및 유권자 지원 

2. 응대 담당: 환영, 지원, 줄을 서도록 안내 

iii. 고용 기간*(교육 및 선거일 포함) – 

1. 팀장: 21일 

2. 지원 및 응대 담당: 14일 

iv. 자세한 정보: www.sccvote.org 

e. 지원 목표: 

i. 투표소 모델 전환 강조 및 향후 변화에 대해 안내 

ii. 교육 및 유권자 경험 개선 

iii. 참여율 저조 커뮤니티 파악 및 참여 독려 

iv. 대중 참여 환영 

v. 전체 커뮤니티의 민간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유권자 교육 및 지원 연합) 

vi. 유권자 교육 자료, 민간/지자체 자원 제공 

VI. 투표지 레이아웃 부서 프레젠테이션   

a. 프레젠테이션 링크: https://youtu.be/WxALTnXIVXc?t=2819 

b. 연방 의무 지원 언어: 

i. 영어  

ii. 중국어 

iii. 스페인어 

iv. 타갈로그어 

v. 베트남어 

c. 주 정부 의무 지원 언어: 

i. 한국어  

ii. 크메르어 

d. 이전 의무 지원 언어: 

i. 힌디어  

ii. 일본어  

e. 2020년 3월 3일 대통령 예비선거의 공식 투표지는 다음 언어로 제작됩니다. 

i. 영어 

ii. 중국어 

iii. 스페인어 

iv. 타갈로그어 

v. 베트남어 

vi. 한국어 

vii. 크메르어 

viii. 일본어 

ix. 힌디어 

f. 투표지는 모두 다음 형식으로 제작됩니다. 

i. 광학 스캔 종이 투표지 

ii. 편의형 터치스크린 투표지 

iii. 편의형 청각 투표지 

iv. 군복무, 해외 여행 중 및 장애 유권자 대상 원격 편의형 투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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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2016년 및 2020년 대통령 예비 선거용 투표지 비교: https://youtu.be/WxALTnXIVXc?t=2918 

i. BLD는 2016년 대비 2020년에 2배 많은 투표지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h. 카운티 유권자 정보 가이드(CVIG) 및 e북: 

i. 투표소 및 sccvote.org 웹사이트에는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로 된 

카운티 유권자 정보 가이드(CVIG) 및 e북이 제공됩니다. 

i. VCA 시행: 

i. 카운티 전역으로 언어 지원 확대 

ii. 투표소 내 언어 지원 제공 

iii. 2개 언어 투표지 자료 증대 

VII. 공무 및 법무 부서 프레젠테이션   

a. 프레젠테이션 링크: https://youtu.be/WxALTnXIVXc?t=3053 

b. 다이렉트 미디어 지원: 

i. 신문 

ii. TV 방송 

iii. 라디오 방송국 

iv. 온라인 

c. 유권자 선택법: 

i. 미디어에 정보 제공 = 대중(유권자)에 정보 제공 

1. 새로운 투표 옵션 

2. 새로운 투표 시스템 

3. 새로운 접근성 및 언어 옵션 

d. 홍보: 

i. 이전 캠페인 - 채용, 우편 투표 

ii. 전체 플랫폼 - 출력물, TV, 라디오, 온라인, 버스 

e. 지원 캠페인 규모 확대: 

i. 이전 - 선거 6~8주 전 개시 

ii. 9월에 홍보용 광고 개시 및 6개월간 계속 

iii. 3월 3일 선거 전 및 연휴 후 홍보 강화 

f. 언어별 미디어 지원: 

i. 활용 매체 확대 

ii. 선거 관리 계획 회의 의견 반영 

iii. 쇼핑객 자료, 라디오, TV도 가능 

iv. 기타 언어 미디어 지원에 다음 포함 – 
1. Nichi Bei 
2. La Oferta 

3. Philippine News (타갈로그어) 
4. Viên Thao Television 
5. SOH 
6. Silconeer 

7. India West Best Indian Newspaper(인쇄본 및 온라인) 

v. 주요 컨텐츠 – 

1. 커뮤니티별 제공 

2. 무료 유권자 언어 지원 핫라인 

3. 편리한 형식의 우편 투표용 투표지 

4. 원격지원 우편투표 

vi. 소셜 미디어 – 
1. http://www.facebook.com/sccvote/ 
2. https://www.instagram.com/sccvote/ 
3. ROV Twitter: https://twitter.com/sccvote/ 
4. https://www.youtube.com/user/sccvote  
5. Nextdoor: @sccv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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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스포츠 프랜차이즈 – 
1. San Francisco 49ers 
2. San Jose Sharks 
3. San Jose Earthquakes 

VIII. 선거 관련 물류 및 투표 시스템 부서 프레젠테이션   

a. 프레젠테이션 링크: https://youtu.be/WxALTnXIVXc?t=3318 

b. 투표 보안: 

i. 투표 장비 감시 시스템 이용 

c. 투표지 제출: 

i. 운송 수단 운영 – 

1. 1~2일 내 배송 

2. 트럭 1대당 3~4곳 담당 

3. 트럭 8-30대 / 약 60명 투입 

4. 배송 시 ELVS 직원 2명 및 투표소 직원 1명 지원 

5. 투표지 제출용 박스 위치 

6. 투표소별 전략적 색상 표시 패키지 

7. 민감성 장비용 보안 조치가 된 전략적 포장 

8. 물품 요건 

ii. 물류 및 물품 센터 – 

1. 투표소용 물품, 기술 지원품, 교체용 장비 및 추가 용품을 실은 트럭 1대 및 소형 

차량 3대를 카운티 전역에서 운용 

iii. 투표지 반송 시스템 – 

1. 운송업체 

2. VBM 투표지 제출용 박스 운송업체 

d. 투표 장비: 

i. 데이터 정리 장비 – 

1. 투표소당 최대 3대 

ii. 편의형 투표지 기표 장치 – 

1. 투표소당 최대 8대 

iii. 전자 투표 명부 – 

1. 투표소당 최대 11대 

iv. 주문형 투표지 – 

1. 투표소당 최대 5대 

v. 소형 투표지 스캐너 – 

1. 최대 8대 

vi. 대형 투표지 스캐너 – 

1. 최대 10대 

vii. 투표지 검사소 – 

1. 최대 16개소 

e. 투표지 패키지 및 씰: 

i. 투표지 회수 및 보관용 장소 

f. 기술 프로젝트 및 계획: 

i. Cisco 전화 시스템(안정적인 고객 서비스) 

ii. 계층 기술 지원 계획(서비스 연속성) 

iii. 투표소 보안 접속 

iv. 사이버 보안(대비 인식) 

v. TrackIT 시스템(검증) 

vi. 자산 관리 시스템(책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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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의견 카드 배포  

X. 논의 

a. 참가자(질문 1): 유권자 선택법을 시행한 다른 카운티들은 성공을 거두었나요? 

i. ROV 답변: 2018년에 5개 카운티에서 VCA가 실시되었으며 2020년에는 14개 카운티가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주내 등록 비율의 50%에 해당합니다. 우리 카운티는 주 정부 

및 다른 카운티들과 1년 넘게 협력해왔으며 담당 부서를 통해 VCA를 실시한 카운티와 

협의해왔습니다. 현재는 주 전체적으로 컨퍼런스 콜을 실시합니다. 다른 카운티 및 주와도 

계속 협력하고 있습니다. 전체 카운티들이 VCA 시행에 성공했으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겪은 문제 중에는 이전 투표소는 하루만 열면 되지만 VCA를 

통한 신규 투표소는 보다 오랫동안 운영하기 때문에 투표소 위치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125개소를 확보했지만 규모, 접근성, 주차 등의 

문제로 이전에 이용했던 투표소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아직도 찾아야 

하는 투표소 부지는 20%에 불과합니다. 그 외에도 선거 관리요원 채용 및 추가 지원 직원 

채용도 쉽지 않았습니다. 위치나 일정 문제로 인해 투표소에서 2~3주간 근무할 수 있는 

이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유권자 의견 등을 모두 수렴한 후에는 추가 지원 인력 채용에 

집중할 계획이며 유급 근무자 채용도 진행할 것입니다.  

ii. ROV 답변: 이전 자원봉사자들은 단 하루만 도와주셨습니다. 이제는 11일을 일해야 합니다. 

일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시즌만 고용되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카운티 

공무원으로 지원하시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주말 내내 도와주실 분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표 장비도 이전과 달라졌고 교육도 완전히 새로 해야 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실 분들은 이러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이며 그때마다 헤쳐나가면서 배울 것입니다. 

b. 참가자(질문 2): 투표소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13시간 열리지만 운영은 8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5시간은 닫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러 여유 있게 정하신 건가요? 

i. ROV 답변: 선거일에는 투표소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됩니다. 선거 10일 

전부터는 투표소가 가동 준비된 상태지만, 그 정도는 차이가 있으며 일부 투표소의 경우 

오전과 오후에 따라 개소 시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ii. ROV 답변: 선거 전 개설 투표소 관련 요건에 대해 정리하자면 1일 최소 8시간 이상 열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 당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c. 참가자(질문 3): 새 선거 제도에서는 “선거구”가 어떻게 되는가요? 

i. ROV 답변: 선거구는 그대로 유지되며, 투표 시 선거구별로 유권자를 분류합니다. 다만 어느 

투표소나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중요성이 약해지긴 했습니다. 선거구와 투표소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지리적 데이터를 구하는 근거는 될 것입니다. 투표 성명서에 따르면 

투표 결과를 선거구별로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투표를 하는 투표소는 

어디든지 무관합니다. 

d. 참가자(질문 4): 5만 명 및 1만 명 기준 인구 경계선은 주간 인구 변화를 반영한 것인가요? 

i. ROV 답변: 저희 데이터는 최신 유권자 등록 정보에 미등록자 중 50%를 더한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거주지 및 주소는 인구조사 데이터를 통해 확인됩니다. 주간 인구 변화의 경우, 

투표가 이루어지는 곳에 대한 데이터 추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e. 참가자(질문 5): 8시간 운영되는 투표소에서 투표된 투표지는 선거 마감 후 밤까지 어떻게 

보관하나요? 

i. ROV 답변: 투표소의 투표지 대부분은 유권자가 직접 넣는 투표지 정리기를 통과합니다. 이 

장비는 메모리 카트리지에 결과를 저장하며 정리기는 카트리지를 안전하게 잠긴 용기에 

넣습니다. 투표지는 하루가 끝날 때까지 접수합니다. 매일 밤마다 씰을 개봉하여 다시 저희 

사무소로 안전하게 가져갑니다. 이를 위해 정해진 운송 규칙을 엄격히 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표지는 정리기로 들어갑니다. 다만 임시 투표지 또는 조건부 유권자 등록 

투표지(CVR) 또는 VBM 투표지는 예외입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 기존 투표소와 

마찬가지로 안전하게 밀봉하는 투표지 가방을 각 투표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투표지들은 봉투에 넣어 투표소 박스에 넣으며 매일 마감 시 사무소로 운송하여 씰을 

개봉합니다. 처리량이 너무 많아 투표지 박스가 더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한 바퀴형 

케이지에 담아 그대로 또는 카트 등으로 운반하는 계획도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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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참가자(질문 6): 웹사이트와 유권자 행동 계획을 둘어보았는데, 최근 카운티 보고서에 노숙자가 

증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유권자 접근성 계획이 있나요? VCA 전에도 인터넷을 

찾아보니 National Coalition of Homelessness(노숙자를 위한 국가 연합)에서 노숙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최근 VCA와 관련하여 업데이트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이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기 위해 갈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점들이 VCA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i. ROV 답변: 유권자 권리에 대해 알아보려면 저희 사무소가 가장 좋은 곳입니다. 전화를 

하셔도 좋고 웹사이트를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면, 투표 기간 11일 중 

아무 투표소나 찾아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시면 관리요원들이 투표권에 대해 잘 

알려드릴 것이며 거기서 등록도 가능합니다. CVR 투표도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답이 

되실지요? 

ii. 참가자 답변: 예. 다만 웹사이트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드린 질문입니다. 유권자 접근성과 

관련하여 많은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가장 잘 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그 

덕분에 노숙자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될까요? 

iii. ROV 답변: 그렇습니다. 다른 유권자들과 마찬가지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누구나 등록할 수 있으며 거주지 주소가 없다면 거리 주소를 이용할 수도 있고, 특정 투표지 

종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iv. 참가자 답변: 노숙자들은 72시간마다 RV를 계속 옮겨 다녀야 하는데 매번 거리 주소를 

바꿔야 하나요? 

v. ROV 답변: 투표를 하러 가실 때 재등록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등록 정보를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조건부 유권자 

등록 제도를 이용하면 누구나 아무 투표소에서 가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g. 참가자(질문 7): 투표소 경계와 관련해서요. 1만, 5만, 주간 데이터의 경우 Palo Alto 지역은 낮 

시간에 3배가 늘어납니다. 5만 명을 기준으로 투표소 위치를 정하신다니 다행이긴 합니다만, Palo 

Alto는 101번 도로 근처에 차가 많이 막히고 그 때문에 누가 언제 투표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비거주자도 많고, 그 중에는 San Jose 주민들도 있는데, 이 분들은 거기서 투표를 할 

생각일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요? 예비 선거 기간 중에 지역별 투표 현황을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i. ROV 답변: 방문 유권자나 제출된 투표지가 많거나 적은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활동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투표소를 늘리고자 하며 이번 선거에서의 추이를 잘 지켜볼 

계획입니다. 

ii. ROV 답변: 주간 인구 이동을 제대로 반영하고 싶지만 아직 관련 데이터가 없습니다. 일자리 

밀집 지역의 경우 5만 명보다 기준을 낮게 잡아야 할 것이며 주택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기준을 높게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h. 참가자(질문 8): 우편 투표를 하고 나서도 투표소에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요. 

i. ROV 답변: 저희 선거 관리 시스템은 새로운 전자 명부 패드/태블릿을 통해 모든 투표소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투표하신 분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명부에 서명하는 

방식 대신 명부 패드를 사용하는 것이죠. 또한 투표소 근무자들도 저희 전자 장치에서 

유권자를 조회하고 해당 정보를 저희 유권자 등록 정보 및 우편 투표자 정보와 대조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투표한 유권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투표한 유권자에게는 투표지를 

드리지 않습니다. 임시 투표(PV) 제도도 있습니다. 투표소에 오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유권자이지만 이 분이 투표를 했는데도 또 하시겠다고 우기면 하도록 해 드립니다. 다만, 이 

투표지는 별도 임시 봉투에 보관하며 이는 투표소에서 계수하지 않습니다. PV 봉투는 저희 

사무소로 반송되어 봉투에 기재된 정보를 조회하게 됩니다. 이미 투표한 유권자의 

투표지는 개봉되지 않습니다. 

i. 참가자(질문 9): 계수기는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해킹당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i. ROV 답변: 저희 투표지 정리 시스템은 중앙 정리기 서버를 포함한 정리기 사설 

네트워크에만 연결되며 외부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카운티 내부 네트워크나 외부 

인터넷과는 무관합니다. 이 정리기는 각 투표소에서 오프라인 상태나 마찬가지이며,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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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으로 결과를 보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정리기의 결과를 보려면 하드디스크를 빼서 

사무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보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외부 USB 

반입은 금지되며 반입하더라도 정리 시스템 또는 그에 연결된 단말기 등에 꽂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웹페이지에 선거 결과를 게시할 때, 선거 결과가 정리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의 사본을 USB 드라이브로 내보내서 이걸 들고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에 꽂아 결과를 업로드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결과는 정리기 

데이터의 사본이며 누군가 웹사이트를 해킹해서 결과를 조작하더라도 정리기의 원본 

결과는 그대로입니다. USB 드라이브를 사용한 후에는 격리 조치 되므로, 보안 

네트워크에서 다시 사용되는 일도 없습니다. 

j. 참가자(질문 10): 선거 마감 후 밤에 투표소에서 투표 결과를 정리/계수한다고 하셨죠? 

i. ROV 답변: 유권자가 투표를 하면 투표지를 정리기에 넣게 됩니다.  그러면 시스템에서 초과 

기표된 투표지, 덜 기표된 투표지 등 문제가 있는 투표지를 표시합니다. 장비에 투표지를 

넣음으로써 투표가 완료되면, 해당 데이터를 시스템에 정리하고 투표지는 안전한 칸으로 

들어갑니다. 선거 종료 후 밤에 카트리지를 다시 ROV 사무소로 가져오며 여기서 결과를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투표 결과를 정리한 데이터가 정리되어 저희가 공개하게 됩니다.  

k. 참가자(질문 11): 정리기의 투표지 스캐너로 잘못 기표된 투표지를 파악해서 유권자가 수정할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인가요? 

i. ROV 답변: 예.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l. 참가자(질문 12): 방금 말씀하신 대로네요. 정리기를 쓴다고 해서 걱정했습니다. 엉뚱한 표가 

집계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보안과 관련하여 결과가 집계될 때 실제 결과와 달라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유권자가 이런 투표 방식을 싫어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나요? 

i. ROV 답변: 투표소에서는 2가지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종이 투표지로 

직접 기표하는 것이며 이는 전자장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은 편의형 기표 

장치입니다. 터치스크린 방식이지만, 기표된 투표지를 장비의 메모리에 저장하는 대신 

출력합니다. 유권자는 출력된 투표지를 훑어본 다음 정리기에 넣게 됩니다. 즉, 정리기에 

넣어서 투표 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자신이 제대로 기표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ii. ROV 답변: 캘리포니아의 경우 선거 후 감사가 의무화되어 종이 투표지를 무작위 

샘플링하고 투표지를 수작업으로 검수하기도 해서 결과와 비교합니다. 이를 통해 

악의적인 행동이나 오류가 있었다면 패턴이나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장비에서는 “판정”이라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유권자가 잘못 기표했거나 장비가 

잘못 판독하게끔 기표한 경우, 장비가 해석한 기표 내용을 무시하고 원하는 기표 내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시스템은 이 투표지에서 일어난 모든 행동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시관을 두고 감독하게 하며 그들에게 투표지 로그 및 이미지를 보여주고 

종이 투표지도 확인하게 합니다. 이를 시스템에서 투표지별로 판독 및 계수한 내용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m. ROV 답변: 투표를 한 유권자는 기표 내용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높은 투명성과 

감사 기능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는 매우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시연해드릴 

수 있습니다. 
 

XI. 결론 

a. ROV 마무리: 오늘 참석해 주시고 의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의견은 오늘 2019년 9월 4일까지 

계속 접수합니다. 수정 초안이 발표된 후 한 번 더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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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K – LAAC 의제 및 회의록 

County of Santa Clara 
Registrar of Voters 
 

1555 Berger Drive, Bldg. 2 
San Jose, CA 95112 
Mailing Address: PO Box 611360, San Jose, CA 95161-1360 
(408) 299-VOTE (8683) (866) 430-VOTE (8683) FAX: (408) 998-7314 

www.sccvote.org 
 
 

언어 접근성 자문위원회 미팅 

1400 Parkmoor Ave., San Jose, CA 95126 

Cupertino B실 

2019년 6월 5일 오후 3시 
 

I. 소개  

a. 유권자 등록국 (ROV) 임직원 

b. 위원회 위원 
 

II. 회의 목적  

a. 위원 및 대중 의견 수렴 
b. ROV  

c. 미션 진행 
 

III. 지침 및 회의 목표 수립 

i. 기본 원칙 

ii. 위원회 기대: 배포자료 
 

IV. 유권자 선택법 (VCA) 관련 논의 

a. 개요 

i. 기존 투표소 모델의 변화 

ii. VCA 관련 언어 요건 

iii. 선거 관리 계획 

b. 질의 
 

V. 위원회에게 중요한 대중 반응, 질의 및/또는 우려 
 

VI. 위원 모집  
 

VII. 다음 회의: 6월 19일, 시간 및 장소 동일 

a. 비영리 Sobrato 센터  

b. 의제 수립  

c. 추가 회의 아이디어 및 일정 
 

VIII. 공지사항  

 

IX. 패널 Q&A 
 

이 시설들은 접근 가능한 시설들입니다. 접근 가능한 양식의 문서, 통역 서비스, 보조 청취 장비 또는 기타 편의 시설의 

요청은 유권자 등록처, 행정 서비스 부서에 근무일로 세어 미팅 5일 전에 (408) 918-9169로 전화하거나 

voterschoice@rov.sccgov.org로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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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K – LAAC 의제 및 회의록 

 

 

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 등록국 

언어 접근성 자문위원회 (LAAC) 

회의록 

1400 Parkmoor Ave., San Jose, CA 95126 
Cupertino B실 

2019년 6월 5일 오후 3시 

참석 의원: Erin Choi, Charlotte Roman, Sophia Kao, Jessica Ho, Nicole Wong, Yeshi Teklemichael 

참석 임직원: Shannon Bushey, Darren Tan, Virginia Bloom, Robert Wiedlin, Lorenzo Castaneda, Amy Sun, Thuytien Bui, Smita 

Shah, Michael Borja, Paulo Chang, Eimear Duncan, Edwin Torralba, Ruth Luo, Rachel Jung, Alfred Gonzalez, Stephanie Duarte, 

Ralph Murrieta Jr., Chenxi Ye, Bob Nguyen, Mike Fong, Carmelita Aldana, Julia Saenz, Lance Nottle, Liz Oviedo, Anazay Rivera, 

Chipo Mulenga, Shierry Anne Mangligot 

조치 항목: 

• 위원의 기대 항목 자료물 이메일 전송, voterschoice.org 및 VCA 웹페이지 양식 SOS 

• 다음 주 금요일 난민 행사에 대해 선거구 운영 부서가 위원회에게 전단지 전송 (6/14/19) 

 

I. 소개 – Darren Tan, 행정 서비스 관리자가 다음을 제공: 

a. 위원들 환영 인사 

b. 직원 소개 

c. 유권자 등록국(ROV) 임직원 

d. 위원회 위원 

II. 회의 목적 

a. 위원 및 대중 의견 수렴 

i. 미팅에서 바라는 것은? 

참석자 의견: 

1. 투표 등록을 하는 데에 있어 고객/참여자 센터의 환자를 도움 

2. 첫번째 이민 세대 및 아시아 태평양섬인 (API) 커뮤니티에 대한 기여. 

3. VCA에 커뮤니티 참여, 각기 다른 언어로 워크샵을 진행해야 할 수 있음 

4. 참여를 준비하고 계속하여 참여하는 것을 즐겨하는 시민 

5. 각기 다른 조직과의 협력을 위해 한국어 서비스 커뮤니티를 소개. 영어 사용이 힘든 

한국 노인 세대와 연결. 또한 SB450 VCA에 대한 새로운 이행 관련 한국인 커뮤니티에게 

번역 제공. 

6. 대부분의 에티오피아 커뮤니티는 영어를 하지 못하며 그들 대부분은 시민 활동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음. 언어가 장벽이 되지 않길 원함; 일부 영역에 있어서는 그들이 

자금 제공을 원할 것임. 

b. ROV 

1. 커뮤니티의 어느 부분에서 언어적 필요가 있는가? 

2. 우리는 커뮤니티와 연결되길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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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공유하길 원함 

4. 우리는 커뮤니티의 아이디어를 구하고 있음 

5. 반응 필요 

c. 미션 진행  

i. Mr. Tan은 다음 미팅 시 이것을 논의하고 발전시킬 것이라고 언급 

III. 지침 및 회의 목표 수립  

a. 기본 원칙 

b. 위원회 기대: 배포자료 

c. 참여자 질의 

1. 위원들이 의제 수립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까? 

a. 답변: 예, 위원들은 다음 의제에 항목 추가를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각 미팅 시 

기회를 부여받을 것입니다 

2. 기대, 반응이 제공되었을 때, 그룹에 답변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하는 것에 대한 

절차가 있습니까?  

a. 답변: 예, 모든 반응은 추적되고 확인될 것입니다 

3. 의견 및 반응이 제공되면 위원회에게 알려줄 것을 요청  

IV. 선거구 운영 부서 코디네이터 Paulo Chang의 유권자 선택법 (VCA)에 대한 일반적 논의 

i. 개요 

ii. 기존 투표소 모델의 변화 

iii. VCA 관련 언어 요건 

iv. 선거 관리 계획 

참여자 질의 

v. 투표 센터 (VC)를 어디에서 어떻게 전략을 짤 것입니까?  

1. 답변: 투표 센터 위치 지역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인구 밀도가 고려되어야 하는 

명령입니다. 투표 센터의 잠정적 위치는 앞으로의 미팅에서 논의될 것이며 확인된 

위치에 대한 최신 정보가 제공될 것입니다 

vi. 더 많은 인구가 있는 위치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까?  

1. 답변: 모든 VC에 대한 정보는 부서에서 제공할 것입니다 

vii. 학교와 칼리지 캠퍼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1. 답변: 예. 

viii. 8개의 각기 다른 언어가 무엇입니까?  

1. 4개는 필수적인 것이며 2개는 주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추가 2개는 이전에 주에서 

요구한 것으로 ROV에서는 아직도 인정합니다 

2. 언어: 스페니쉬, 베트남어, 중국어, 타갈로그 (4개 필수), 힌디어, 크메르어, 한국어, 

일본어 

ix. 2019년 11월 선거를 가질 것입니까?  

1. 답변: 현재로써, 시나 지역구에서 요청을 한 것이 없습니다. 이사회에 대해서는 11월 

선거에 대한 요청 제출 마감일은 7월 3일이고 시에 대해서는 8월 9일입니다 

x. VC와 하루 또는 일주일 일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야합니까?  

1. 답변: VC 작업자 신청을 하는 직원들은 VC 기간 전체동안 일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루를 일하길 원하는 관심있는 사람도 자원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xi. 인구 조사는 2020년쯤에 나오는 데 누군가가 투표 센터에 가서 인구 조사에 관해 도움을 

요청하면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에게 그들은 같은 사람으로 취급됩니다. 환자와 혼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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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ROV가 인구 조사를 일부 지역에서 ROV와 통합할 수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인구 

조사 쪽에 일하시는 분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답변: ROV는 현재 모든 커뮤니티 그룹에서 인구 조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xii. 시 고문과 작업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1. 답변: ROV는 VCA를 위한 지원 접근 노력의 일환에 시 고문과 의사소통하는 것을 

포함시켜 왔습니다  

xiii. 필수적이지 않은 언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1. 답변: 과거에도 사무소에서는 될수록 많은 언어 커뮤니티에게 그들을 투표를 돕기 위해 

연락을 해왔습니다  

2. 참여자 답변: 비필수 언어 지역 조직과 일하였습니다. 도움 제공을 위해 커뮤니티 

위원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의 투표 접근을 돕기 위해 두 명의 보조원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xiv. 공식 투표지를 8개의 언어로 번역할 것입니까? 

1. 답변: ROV의 목표는 모든 8개의 언어로 공식 투표지를 번역하는 것입니다  

xv. 의장이 있는 지역에 특정 언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1. 답변: 예. LAAC의 목적 중 하나는 대상 지역의 식별을 돕는 것입니다  

xvi. 자원 봉사자: 사람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는 학생이나 자원 

봉사자를 모집합니까?  

1. 답변: 예 

xvii. EAP는 LAAC와 분리되어 있습니까? 

1. 육아를 져야 하는 일부 사람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선거만을 위해서 커뮤니티를 참여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른 커뮤니티 행사에 함께 

병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그룹 미팅을 여는 것과 같이 ROV는 많은 기존 커뮤니티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3. 우리는 어떻게 접근합니까?  

a. 질문 1-3에 대한 답변: 선거구 운영 아웃리치팀은 매달 수많은 지원 활동 행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항상 방문할 행사와 조직을 찾고 있습니다. 위원분들이 

아시는 것이 있다면 아웃리치팀에서 소개를 받겠습니다 

4. 개방형 질문 또는 EAP에 대한 초안 버전을 제시할 것입니까?  

a. 답변: 예. EAP 공공 미팅은 VCA에 질의를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개방형 

집회입니다. 

5. EAP 공고는 적어도 머릿말이라도 번역이 됩니까?  

a. 답변: EAP 자료물은 8개의 언어로 번역이 될 것입니다 

xviii. (25) 11일 투표 센터가 필수적인 것입니까? 반응에 따라 숫자를 조정할 수 있습니까? 

1. 답변: 예, 1인당 오픈해야 하는 VC 수는 명령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xix. 운영 시간은 무엇입니까? 

1. 답변: VC들은 일일 8시간 그리고 선거일에는 13시간 운영되어야 합니다. VC의 시간에 

있어서 일부는 더 일찍 열고 더 늦게 닫지만 아직 현재로써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ROV의 VCA에 대한 추가 의견  

xx. 고용 관련 어려움  

xxi. 카풀 아이디어 

xxii. VCA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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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iii. Voiance 번역 서비스도 사용 가능합니다  

xxiv. 투표 기술이 사용 가능하게 되면 공유하겠습니다  

xxv. 특정 번역사를 지역에 배치하는 계획할 것입니다 

b. 여성 투표자 연맹 

i. 자원봉사자의 최저 연령은 무엇입니까? 

1. 답변: 부모/보호자 및 학교의 승인 하에 16세입니다  

V. 선거 관리 계획(EAP)  

a. EAP 소개 

b. 향후 상담 미팅에 위원 초대 

VI. LACC에서 중요하게 간주하는 유권자 피드백, 질의 및/또는 우려 

VII. 위원 모집 

a. ROV는 온라인 작성 가능한 EAP 공공 상담 양식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VIII. 다음 회의: 6월 19일, 시간 및 장소 동일 

a. 비영리 Sobrato 센터 

b. 차기 회의 의제 설정 

i. 주주에게 접근 

ii. VCA 개요 반복 

iii. 투표 센터 아이디어 

iv. VEOC 포함 

c. 추가 회의 아이디어 및 일정 

i. 미팅 위치 및 시간에 대해 위원회 위원의 반응 요청 

IX. 공지사항 

X. 패널 Q&A – 회의 전체적으로 질의가 계속되었으며 Q&A 세션에서는 추가 질의가 없었습니다  

XI. 오후 5시에 휴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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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y of Santa Clara 
Registrar of Voters 
 

1555 Berger Drive, Bldg. 2 
San Jose, CA 95112 
Mailing Address: PO Box 611360, San Jose, CA 95161-1360 
(408) 299-VOTE (8683) (866) 430-VOTE (8683) FAX: (408) 998-7314 

www.sccvote.org 
 

 

언어 접근성 자문위원회 미팅 

1400 Parkmoor Ave., San Jose, CA 95126 

Cupertino B실 

2019년 6월 19일 오후 3시 

I. 소개  

a. 신규 위원 (있을 시) 

 

II. 이전 회의 사후조치 항목 

a. 회의록 검토 

b. 필수 언어를 위해 위원 모집 

c. 미션 진행 
 

III. 회의 일정 

a. 개최 빈도 

i. 일자 

ii. 시간 

b. 후보지 

 

IV. 선거 관리 계획 

a. 투표소 지도 (지도 작성 부서) 

i. 11일 

ii. 4일 

iii. 드롭 박스 위치 

b. 지원계획 (공무 및 법무 부서) 

c. 번역된 언어 자료 (선거 실행 계획 및 투표 체계 부서) 
 

V. 모집 및 지원 (참석자 제안) 

a. 위원 모집  
 

VI. 차기 회의 의제 설정 

 

VII. 공지사항  

 

VIII. 패널 Q&A 

 

이 시설들은 접근 가능한 시설들입니다. 접근 가능한 양식의 문서, 통역 서비스, 보조 청취 장비 또는 기타 편의 

시설의 요청은 유권자 등록처, 행정 서비스 부서에 근무일로 세어 미팅 5일 전에 (408) 918-9169로 전화하거나 

voterschoice@rov.sccgov.org로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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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 등록국 

언어 접근성 자문위원회 (LAAC) 

회의록 

1400 Parkmoor Ave., San Jose, CA 95126 

Cupertino B실 

2019년 6월 19일 오후 3시 

참석 위원: Erin Choi, Evergreen Valley 칼리지의 Maryl 학장, Yeshi Teklemichael, 시민 참여 ALA에서의 Efrain Delgado, 투표 

권리 프로그램 아시아법 단체에서 Jonathan Stein, 북동 메디칼 서비스의 Jessica Ho 및 Katherine Power (회의 통화)  

참석 임직원: Michael Borja, Shannon Bushey, Vanessa Hamm, Andrea Solorio, Michael Borja, Magdalena Sta Maria, Priscilla 

Favela, Janora Davis, Allen Ocampo, Robert Wiedlin, Lynh Nguyen, Virginia Bloom, Michelle Tran, Christina Rivera, Adrian Garcia, 
Paulo Chang, Alfred Gonzales, Eric Kurhi, Jacob Salazar, Rachel Jung, Smita Shah, Liz Oviedo, Chipo Mulenga, Edwin Torralba, 
Thuy Tien Bui, Jose Posadas, Aaron , Jacob Salazar, Stephanie Duarte, Carmelita Aldana, Mike Fong, Virginia Bloom, Darren Tan 

조치 항목:  

• Jonathan, 자신의 CBO를 Rachel.jung@rov.sccgov.org로 전송 

• Delgado, CBO 목록을 Rachel.jung@rov.sccgov.org로 전송 

• 이메일 스레드를 위원들과 시작 

• 모든 조직에게 EAP 일정 발송을 돕고 반응 양식을 작성하거나 반응을 이메일로 

voterschoice@rov.sccgov.org에 보낼 수 있습니다. 

• 투표 센터 기준에 맞는 위치를 아시는 경우, voterschoice@rov.sccgov.org로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 Erin은 Eric에게 주문형 플랫폼 제공 

• Marylin에게 skype 회의 정보 제공 

I. 환영 및 소개 – Darren Tan, 행정 서비스 관리자가 다음을 제공: 

i. 임직원 소개 

ii. VAAC 소속 위원 

• 위원회는 아직도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이것은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반응 및 의견을 제공하는 

공공 포럼입니다.  
 

II. 이전 회의의 승인 안건 

i. 위원들이 검토하고 회의록 승인 

III. 조치 항목 

i. 필수 언어를 위해 위원 모집 ROV는 이메일, 전화, 시 관리자 및 시 서기관과 밀접하게 일하면서 다양한 

커뮤니티에게 포괄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니쉬를 구사하는 위원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 

위원들이 몇몇 연락처를 제공하였습니다:  

• ACII 

• PACT 

• Siren 

• Somos Mayfair 

• 스킬 개발 파트너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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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 필리피노 

• 미국 무슬람 보이스 

• VIVO  

• 베트남 미국 원탁 회의 

• 신성한 심장 커뮤니티 서비스  

• PARS 평등 센터 
 

IV. 미션 진행 

i. 일부 함축어는 결여되어 있으므로 적정 단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예: 제한된 언어 사용자 영어 학습자가 

보통 사용됩니다. ROV BLD는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유권자를 사용합니다. 일부 사람은 한 

문제에 대해 함께 일한다는 의미를 제공하기에 “포럼”을 제안하였습니다.  

V. 회의 일정 

i. Darren는 그룹에게 모든 위원회 위원의 목표는 회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반복하였습니다. 

회의 빈도, 시간 및 날에 대한 논의 일부 참여자는 사용 가능한 위치를 제안하였지만 주차 및 다른 시설 

이슈로 인하여 모든 위원들에게 편리한 Sobrato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중, 금요일 제외, 오전 10시에서 12시 또는 오후 3시에서 5시. Darren는 더 많은 리소스에 

대해 웹사이트 확인을 제안하였습니다. http://www.sccvote.org/voterschoice 

ii. 참여자 질의: 

위원들과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일부 LAAC 위원들은 의사소통하지 

않습니까? 

답변: ROV는 의사소통을 하는 이메일 스레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VI. 선거 관리 계획 

i. Shannon Bushey는 커뮤니티로부터 의견을 구하기 위해 위원들에게 EAP 일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예: 광고 

아이디어, 투표지 드롭박스 위치 등 ROV는 의견을 구하고 있으며 초안이 2019년 8월 30일 BOS 공청회/미팅 

14일 전까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합니다. LAAC, VAAC, & EAP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ROV 웹사이트를 참조. 

참여할 사람의 모집을 도움. SOS는 EAP에 대해 참조할 수 있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ii. 참여자 질의: 

자원봉사자: 정보가 EAP 언어 접근과 관련이 있습니까? 초안이 8월 30일 2주전에 준비되어 검토될 수 있으면 

좋으며 다음 LAAC 회의에 포함이 되면 더 좋습니다. 선거 규정에서는 2주의 검토 기간이 있습니다. NAPA는 

가을에 최종 마무리를 하기 위해 자신의 EPA를 발표하였습니다. 모든 카운티들은 우선 영어 버전을 그리고 

나서 번역본을 출시합니다. 

답변: 초안은 번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 빨리 준비가 될 것이며 8월 30일 회의 전 3에서 4주동안 번역이 

될 것이고 의견을 수렴하여 넣은 수정본도 번역될 것입니다. ROV는 ROV 자료물을 번역하기 위해 카운티의 

승인을 받은 외부 벤더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식 투표지에 대한 논의는 8개의 필수 언어로 진행될 

것입니다. ROV는 각기 다른 언어 커뮤니티에 광고하는 방법에 대해 위원회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VII. 지도 부서의 Aaron Wong이 투표소 지도 프레젠테이션과 일반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a. 개요  

b. 11일 

c. 4일 

d. 드롭 박스 위치 

e. 위치 선택 관련 14개의 기준 

f.  ROV에 따라 Morgan Hill 및 지방 지역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i. 참여자 질의:  

지도에 800개의 투표 센터가 있었는데 지금 100개 미만이 있어 보이는 데 120개가 어떻게 분포될 것입니까? 

답변: 보여지는 지도에는 50k 유권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10k로 하위 분할한 다른 지도도 있습니다. 일부 

투표 센터는 11일동안 그리고 다른 것은 4일동안 엽니다. 11일은 매 50k당 1개를 열도록 되어 있고 4일 

요건은 10k당 여는 것입니다. ROV에서는 유권자 드롭 박스를 추가할 것입니다. ROV의 공무 및 법무 부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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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각 경우에 지역을 식별하면서 단위당 하나가 지도에 있는데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투표 센터 위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공유를 할 것입니까? Napa는 커뮤니티 옹호자와 앉아 대화하였고 투명성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을 똑같이 할 것입니까? 

답변: 언어 관련 인구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우리는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종류의 커뮤니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ROV는 자체 지도를 이용할 것이며 Mindy 조직의 열 지도와 병합할 것입니다. ROV는 

투표 센터 위치에 대해 대중과 공유할 것입니다.  

iii. Napa는 커뮤니티 옹호자와 앉아 대화하였고 투명성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을 똑같이 할 것입니까?  

답변: 저희도 비슷한 것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제공하는 지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저희도 

최대한 공유를 할 것입니다.  

iv. 드롭 박스 위치는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외부 위치용은 정부 건물 밖에 위치하게 됩니까? 식료품점 또는 

교통이 많은 위치도 고려를 해보셨습니까? 그들이 이점이 있는 것을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청보다는 

Safeway와 Walmart를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운티 사무실보다는 영화관, 밸리 축제를 갑니다.  

답변: 대부분은 외부에 위치하며 24/7 그리고 날씨로 인해 금속 박스로 설계됩니다. 내부용은 주로 시청에 

위치합니다. 시 도서관, 칼리지, 정부 사무실 등 우리는 78개를 목표로 하며 제안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v. 아무나 드롭 오프 위치에 드롭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번으로 목록에 추가할 수 있는 입법부 법안은 칼리지 캠퍼스인데 커뮤니티 칼리지 SJSU를 염두에 

계십니까. 

답변: 우리는 모두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SJSU 및 West Valley 커뮤니티 칼리지 그리고 다른 칼리지가 될 

수도 있지만 그들은 반드시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개방을 하여야 합니다.  

VIII. 공무 및 법무 부서의 Eric Kurhi가 홍보 및 지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a. PLA에 대한 소개 

b. 온라인 및 신문을 통한 광고 및 아웃리치 또는 PSA, 아시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특히 무료라면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c. 다양한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 방안과 이용할 홍보물 및 관련 아이디어 

d. 소셜 미디어 수단 

e. 후보지 – 회관에 접근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ROV에게 알려주십시오 

참여자 제안: 광고할 수 있는 후보지:  

• 학교, 버스 상 광고 및 영화관 예를 들면 영어권 및 스페니쉬권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ESSJ Eastridge.  

• 한국 드라마, 항상 2개의 광고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영어도 괜찮지만 자막이 있어야 합니다. 

베트남인들이 한국 드라마를 엄청 봅니다. Erin Choi가 ROV 직원에게 목록을 보낼 것입니다.  

• KTSF, Sing-Tao, SkyLink, On Demand, 필리핀 채널 ABS-CBN, 저녁 내내 필리핀 뉴스. Staples 센터, Adobo 축제 

및 유니언 광장에서 특별한 필리핀 여름 축제.  

• 남아시아 커뮤니티 사람들은 What’s App을 사용하여 그룹 문자 및 다국적 채팅 그룹을 생성합니다. 

Admin으로 단방향 그룹을 생성하여 포스트를 만드는 데에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메일링 목록보다 

그들은 What’s App 그룹을 이용하여 그것이 커뮤니티 뉴스레터가 되었습니다. 출판물에 있어서는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인 India West와 같은 뉴스레터 잡지가 있습니다.  

• WeChat, 중국 정부가 감시하는 모호한 정부 시스템이 있어 조심스럽습니다. 

• Facebook 광고  

• Viber, 교회 모임, 다른 교파, 회교 사원. 저희는 교회 시간에 주차장에서 광고를 합니다. Yeshi가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매 해, 4에서 5k명이 참여를 하며 저희는 부스를 호스트하기도 원합니다.  

IX. 위원회에서 중요하게 간주하는 유권자 피드백, 질의 및/또는 우려 사항 

X. 신규 위원 모집 

XI. 다음 회의:  

i. 위치로 인해 잠정적인 날짜  

239



첨부 K – LAAC 의제 및 회의록 

• 7월 17일 및 24일 수요일  

• 장소 

• 오전 10시에서 12시 또는 오후 3시에서 5시 

ii. 차기 회의 의제 설정  

• 다가오는 업무 목록. 앞서 생각하기를 돕기 위해.  

• 이중 언어 선거구 직원을 모집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전의 접근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보충을 

할 것입니까? 커뮤니티에 접근하기에는 많은 방법이 있는데 어떤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10월 14일 에티오피안 커뮤니티. 우리는 탄탄한 목록을 만들고 목록을 보충해나갈 

수 있습니다.  

• VCA는 3개의 우편 투표 연락을 요하는 데 그 우편 발송 봉투가 어떻게 생겼는 지, 어떻게 번역이 되는 지, 

크기며, 우선 발송되기 전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안 형식으로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에 일찍 배포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ROV는 이러한 항목을 논제로 설정할 것입니다.  

XII. 공지사항 

XIII. 패널 Q&A – 회의 전체적으로 질의가 계속되었으며 Q&A 세션에서는 추가 질의가 없었습니다. 

XIV. 오후 5시에 휴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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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y of Santa Clara 
Registrar of Voters 
 

1555 Berger Drive, Bldg. 2 
San Jose, CA 95112 
Mailing Address: PO Box 611360, San Jose, CA 95161-1360 
(408) 299-VOTE (8683) (866) 430-VOTE (8683) FAX: (408) 998-7314 

www.sccvote.org 
 

 

언어 접근성 자문위원회 미팅 

1400 Parkmoor Ave., San Jose, CA 95126 
Cupertino B실 

2019년 7월 17일, 오후 2시 
 

I. 소개  

a. 신규 위원 (있을 시) 

 

II. 이전 회의 사후조치 항목 

a. 회의록 검토 

b. 미션 진행 
 

III. 회의 내용 마무리 

a. 허브 위치 

b. 회의 빈도: 매월 (이전 회의에서 확정) 

i. 12월까지 진행 

ii. 선거 종료 후 분기별 개최 

c. 공동 의장 논의 (위원 제안) 

 

IV. 선거 관리 계획 

a. EAP 상담 

b. 선거 자료 

c. 유권자 교육 및 지원활동 연합 

d. RAVBM: 우편 투표국 프리젠테이션 진행 (시간이 될 경우) 

 

V. 모집 및 지원 

 

VI. 차기 회의 의제 설정 

 

VII. 공지사항  

 

VIII. 패널 Q&A 

 

이 시설들은 접근 가능한 시설들입니다. 접근 가능한 양식의 문서, 통역 서비스, 보조 청취 장비 또는 기타 편의 

시설의 요청은 유권자 등록처, 행정 서비스 부서에 미팅 5일 전에 (408) 918-9169로 전화하거나 

voterschoice@rov.sccgov.org로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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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등록국 
 

1555 Berger Drive, Bldg. 2 
San Jose, CA 95112 
우편주소: PO Box 611360, San Jose, CA 95161-1360 
(408) 299-VOTE (8683) (866) 430-VOTE (8683) 팩스: (408) 998-7314 

www.sccvote.org 
 

 

유권자접근성자문위원회회의 
1555 Berger Drive, San Jose, CA 
95112 Berger Auditorium 

2019년 6월 7일오후 3시 
 

I. 소개 

a. 유권자등록국(ROV) 직원 

b. VAAC 소속위원 
 

II. 회의목적 

a. 위원및유권자의견수렴 

b. ROV 

c. 미션진행 
 

III. 지침및회의목표수립 

i. 기본원칙 

ii. 위원회기대사항: 배포자료 
 

IV. 유권자선택법(VCA) 관련논의 

a. 개요 

i. 기존투표소모델의변화 

ii. VCA 관련접근성요건 

iii. 선거관리계획 

b. 질의 
 

V. 위원회에서중요하게생각하는유권자피드백, 질의및/또는우려사항 
 

VI. 신규위원모집 
 

VII. 다음회의: 6월 18일, 시간및장소동일 

a. ROV Auditorium 

b. 의제수립 

c. 추가회의및일정에대한아이디어 
 

VIII. 공지사항 
 

IX. 패널 Q&A 
 
이시설들은접근가능한시설들입니다. 접근가능한양식의문서, 통역서비스, 

보조청취장비또는기타편의시설에대한요청은유권자등록국행정서비스부서에회의 5일전에 (408) 918-

9169로전화하거나voterschoice@rov.sccgov.org로이메일을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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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a Clara 카운티유권자등록국 

유권자접근성자문위원회(VAAC) 
회의록 

1555 Berger Drive, San Jose, CA 95112 
Building 2 

2019년 6월 7일오후 3시 

참석위원: Fred Nisen, YeshiTeklemichael (Skype 이용), Christine Fitzgerald, Lisa Quan (Skype 이용), Nelly 

Cabuslay, Lisa Cohn, Matt Cohn, James Cohn. (공공 위원) 

참석직원: Darren Tan, Matt Moreles, Virginia Bloom, Rachel Jung, Julie Fletes, Ruth Luo, Edwin Torralba, Alfred 
Gonzales, Mike Fong, Michael Borja, Eimear Duncan, Robert Wiedlin, Paulo Chang, Lance Nottle, Natalie Goolsby, Kim 
Sharpe, Bob Nguyen, Chenxi Ye, Patricia Lopez, Magdalena Santa Maria, Vanessa Hamm, Shelby Galaviz, Andrea Solorio, 
Liz Oviedo, Michelle Tran, Amy Sun, Smita Shah, Kelly Phan, ChipoMulenga 

조치항목: 

 다음 VAAC 회의에미션표본제출.  

 다음회의에투표소후보지지도제출. 해당정보를회의전에직원에게전달.  

 
I. 소개: 

행정서비스관리자인 Darren Tan 씨가이번회의를준비했습니다. 

참석한위원들에게환영인사와감사의말을전했습니다. 또한, Tan 

씨는등록국에서이번회의에참석하지못한데대해대신하여사과했습니다. 

II. 회의목적 

a. 위원및유권자의견수렴 

참석자답변 

i. 장애인커뮤니티와의파트너십구축이갖는중요성과커뮤니티의더많은참여에대한기대표명.  

ii. 위치를비롯한관련기술등접근성의모든측면을검토.  
b. ROV  

i. VCA 시행준비및부서계획과관련하여위원회및위원들로부터의견을수렴. 

c. 미션진행 

i. 앞으로나아가기위해명확하며간결한미션을추구.  
 

III. 지침및회의목표수립 

a. 기본원칙 

i. 위원회기대사항: 

Tan 씨는 ROV의관점에서위원회기대사항에대해설명했습니다. 

그는보다안정적인위원회활동을위해아직위원직신청을받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  

참석자의견: 

1. 지금우리 ROV는위원신청에대해어떤결정을내리고있나요? 

a. 답변: 현재 ROV는예외없이 VAAC 참여신청서를받고있습니다. 

보다안정적인위원회활동이가능하게되면최종위원수를결정합니다. 
 

243



첨부 L – 유권자접근성자문위원회(VAAC) 의제및회의록 

2. 주총무처(SOS) 지침에따라몇명의위원이있어야하나요?  

a. 답변: SOS의지침및등록유권자수에따라 7명의위원이있어야합니다. 

3. Santa Clara 카운티의등록유권자는몇명인가요? 

a. 현재 Santa Clara 카운티에는 900,000명이넘는등록유권자가있습니다. 
 

IV. 유권자선택법(VCA) 관련논의 

a. 선거구운용국관리자 Paulo Chang 씨가다음에대해간략히설명했습니다. 

i. 기존투표소모델의변화 

ii. VCA 관련언어요건 

iii. 선거관리계획 

iv. 위원회위원들의의견은모두 EAP에반영합니다. 

v. 각 EAP 회의시마다위원회위원들에게자료를배포했습니다. 

b. 질의 

참석자질의: 

i. EAP 회의에서접근성을논의하나요, 그리고접근성을우려사항으로간주하나요? 

ii. EAP 회의에서는어떤의제에대해논의하게되나요? 

iii. EAP 회의는여러번열리나요? 다음주부터시작하나요?  

iv. 접근성회의는한번만하는건가요? 

1. 1~4번에대한답변: EAP 회의는 11번으로예정되어있습니다. 

회의는유권자가의견을제시하고질문을할수있는포럼형식으로진행됩니다. 

회의시마다포커스커뮤니티가있으나누구나모든회의에참석할수있습니다. 접근성관련 EAP 

회의는 6월 13일목요일로예정되어있습니다. 

v. EAP 초안은언제완성되는가요? 

1. 답변: EAP 초안완성마감일은 EAP 공개회의가열리는 8월 30일로부터 14일전입니다. 

vi. 이회의는어떻게홍보하나요? 

(이참석자는오늘이회의에대해처음알았으며아직모르는사람이많다는점에우려했습니다.)  

1. 답변: ROV는이해관계자, CBOS, 카운티및시공무원, 

특별구역및학구등을포함하는다양한 이메일연락처데이터베이스를수집했습니다. 

저희는이연락처목록을이메일로발송했습니다. 

선거구운용국의지원팀역시여러행사에참석하여이러한활동을홍보하고있습니다. 

공개회의는모두부서공개웹사이트에공지하며신규회의가있을때마다업데이트됩니다. 

vii. 여러투표소목록이공개될것으로압니다만, 그동안에접근성이얼마나좋은지우리가알수있나요?  

1. 답변: 현재 ROV는 3월선거에이용할투표소를적극적으로찾고있습니다. 

여러후보지를물색하는중이며일부는협상도진행하고있습니다. 선거구운용국은다음 VAAC 

회의에서획정된후보지목록의초안을보여드릴수있을것입니다.  

viii. 일부양식은읽기가너무불편하거나일자나시간이누락된것도있습니다. 문구, 일자, 

시간등을보다명확하게표시해야합니다.  

1. 답변: ROV는나중에이메일알림을보낼때이의견을확실히반영하겠습니다. 

 

V. 위원회에서중요하게생각하는유권자피드백, 질의및/또는우려사항 

참석자의견 

a. 향후회의규모가더커지면공동의장도괜찮을듯합니다. 

b. 위원들의참석이더용이한다른시간대를고려해보셨나요? 

i. 답변: 예. ROV에서 VAAC 

회의관련장소와일시및개최빈도등에대해위원회의의견을구하도록하겠습니다. 
 

VI. 신규위원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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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 

씨는부서의지원활동과관련하여위원회위원들이회의정보를친구나동료들및기타지인들에게도알릴것

을요청했습니다. 또한위원회위원들에게는제공된제안과연락처등을모두 활용했다고알렸습니다. 

답변은긍정적이었으며앞으로더욱늘어날것이라생각합니다. 
 

VII. 다음회의:  

Tan 씨는다음회의가 6월 18일에열리며시간과장소(Berger Auditorium)도동일할것이라고발표했습니다. 

또한의제설정에대해논의하고참석자들에게의견을구했습니다.  

a. 참석자요청: EAP 회의결과설명 

b. 추가회의및일정에대한아이디어: 

i. Tan 씨는참석자들이나위원들이괜찮다면다른장소도얼마든지좋다고말했습니다.  

ii. 한참석자는자신이아는곳이유권자들이쉽게올수있는곳이므로이곳에서회의를하자고제안했습
니다.  

 

VIII. 공지사항 

a. Tan 씨는 EAP 회의가 6월 12일예정이라고발표했습니다. 

b. 또한장애인유권자들에대한서비스를개선하기위해현재준비중인교육용동영상에대해서도위원회위원
들에게언급했습니다. 회의는누구나참여할수있으며 11개의질의로구성됩니다.  

 

IX. 패널 Q&A  

a. 참석자제안: 장애인유권자를위한투표도우미를두자고제안했습니다.  

b. 참석자질의:회의에대해여러커뮤니티단체에모두알렸나요? 

i. 답변: 예, 선거구운용국지원팀에연락을취한단체의목록이있습니다. 

다른단체나커뮤니티를소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c. 참석자질의: 웹사이트에도 EAP 회의에대해공지하나요? 

i. 답변: 예. 

 

X. 오후 4시 30분에휴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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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등록국 
 

1555 Berger Drive, Bldg. 2 
San Jose, CA 95112 
우편주소: PO Box 611360, San Jose, CA 95161-1360 

(408) 299-VOTE (8683) (866) 430-VOTE (8683) 팩스: (408) 998-7314 

www.sccvote.org 
 

 

유권자접근성자문위원회회의 
1555 Berger Drive, San Jose, CA 95112 
Berger Auditorium  

2019년 6월 18일오후 3시 
 

I. 소개 

a. 신규위원(있을시) 
 

II. 이전회의사후조치항목 

a. 회의록검토 

b. EAP 요약설명 

i. 2차접근성회의 7월 10일로예정 

c. 미션진행 
 

III. 회의일정 

a. 개최빈도 

i. 일자 

ii. 시간 

b. 후보지 
 

IV. 선거관리계획(EAP) 

a. 투표소지도(지도작성부서) 

i. 11일개설투표소 

ii. 4일개설투표소 

iii. 투표지제출용박스설치장소 

b. 지원계획(공무및법무부서) 

 

V. 모집및지원(참석자제안) 

a. 신규위원모집 
 

VI. 차기회의의제설정 
 

VII. 공지사항 
 

VIII. 패널 Q&A 
 

이시설들은접근가능한시설들입니다. 접근가능한양식의문서, 통역서비스, 

보조청취장비또는기타편의시설을요청하시려면회의 5일전에유권자등록국행정서비스부서에 (408) 918-

9169로전화하거나voterschoice@rov.sccgov.org로메일을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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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a Clara 카운티유권자등록국 

유권자접근성자문위원회(VAAC) 
회의록 

1555 Berger Drive, San Jose, CA 95112 
Building 2 

2019년 6월 18일오후 3시 

참석위원: Fred Nisen, Monique Moore, YesheTelemichael (Skype 이용), Jennifer Lucas, Matt, James and Lisa 

Cohn, Christine Fitzgerald (Skype 이용) 

참석직원: Shannon Bushey, Darren Tan, Virginia Bloom, Eimear Duncan, Rachel Jung, Alfred Gonzales, Paulo Chang, 
Liz Oviedo, Mike Fong, Martin Weakley, Eric Kurhi, Ruby Naranjo, Christina Rivas-Louie, Carmelita Aldana, Iliena 
Hernandez, Michael Borja, Janora Davis, Smita Shah, Robert Wiedlin, Lorenzo Castaneda, Aaron Wong, Jose Posadas. 

조치항목: 

 카운티에서 DMV에장애인안내용플래카드를구할수있는지문의할수있는가요?  
 

I. 환영사및소개 – Darren Tan, 행정서비스부 및 Shannon Bushey, ROV. 

i. 직원소개 

ii. 위원회위원 

 위원회는소속위원들에게위원이아니더라도회의에참가할수있으며회의참석과의견은언제든지환
영임을상기시켜주었습니다.  
 

II. 이전회의의승인안건 

i. 위원회위원들은지난회의의회의록을검토할시간이없었습니다. 
 

III. 조치항목 

i. 투표소, 투표지제출용박스, 홍보및지원등에대한 EAP 회의내용을정리했습니다. 

ii. 자원봉사자의견: San Mateo 카운티는투표소에안내원을두고있습니다. 

눈에띄지않는장애도고려해야합니다. 

한위원은자신이속한사무국이장애인식교육에관여하고있다고언급했습니다. 

DRC에서는강사교육프로그램을시행합니다. 이런목표는간단하게달성할수있습니다. 

투표소와관련하여간과하고있는간단한방법이있습니다. 

iii. ROV 답변: ROV는언제든지다른관점에서단체의교육에관여할준비가되어있습니다. 

ROV는투표소에서누구나편리하게도움을요청할수있도록하는것을목표로합니다. 

위원들이희의중에의견을제시하지않더라도이메일을보내거나자료를공유할수있습니다. 

 

IV. 미션진행 

i. 위원회에서미션과목표를준비하는데도움이되도록카운티의 VAAC 

미션및목표를다룬배포자료를위원회에제공했습니다. 

위원들은위원회의미션설정을마무리하는데도움이되도록의견과목표및아이디어를얼마든지제공할수

있습니다. “포용성과접근성”이라는문구를많이포함하는것이좋습니다.  

ii. 자원봉사자: San Francisco 카운티에서는매우적극적으로협력과파트너십에대한의견을제시했습니다. 

미션은누구나쉽게이해할수있어야합니다. DRC 웹사이트에서 VAAC 아이디어관련설명을참고하세요. 

단순한메시지로개념을전달해야하며디테일에매달릴필요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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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회의일정 

i. 개최빈도:  

 ROV는 EAP 초안마감일정을맞추기위해필요한모든의견을수렴하고자합니다. 

선거일이다가올수록분기별회의나임시회의를필요할때마다갖고긴급한사안에대해서는이메일을

통해위원들의의견을구해야할수도있습니다. 

 위원들은월 1회회의를제안했습니다. 

ii. 시간:  

 일부위원들은오전을, 

일부는일정상오후가좋다고했습니다.ROV는양측모두참여할수있도록번갈아가면서할것을제안했

습니다. 

iii. 장소: 

 일부위원들은여러곳에서회의를하면혼란스러울수있고참여율도낮아질수있을것이라고우려했습
니다. 사람들이보다쉽게참가할수있도록누구나잘아는장소가좋습니다.  

 ROV는위원들이제안한곳에서회의를진행할예정입니다. 

위원회는위원여부를떠나누구나쉽게올수있는곳에서회의를하는것을목표로합니다. 

여러곳에서회의를하는취지는카운티내가능한한많은곳에서위원회의노력에대해알리는것입니다. 

또한선거에관심이있는사람들이많은곳에서회의를진행하는것도필요합니다. 

VCA를시행하는다른카운티에서는 ROV가커뮤니티의모든곳으로직접가야한다고제안했습니다. 

ROV가지원프로그램을시행하는한가지이유는커뮤니티의모든일원에게 

VCA에대해알리는것입니다. ROV는더많은커뮤니티지역에다가갈수있도록노력해야합니다. 

이는향후의제로다룰계획입니다. 

 

VI. 선거관리계획(EAP) 

i. 지도부서의 Aaron Wong 씨가투표소지도프레젠테이션과일반논의를진행했습니다. 

 11일개설투표소 

 4일개설투표소 

 투표지제출용박스설치장소 

ii. Aaron 씨는 11일개설투표소와 4일개설투표소후보지가있는구역으로지도를나누었다고설명했습니다. 

11일개설투표소는인구 5만명당 1곳, 4일개설투표소는 1만명당 1곳입니다. 

ROV에서인구조사를바탕으로지도를구성한다고도설명했습니다. 모든유권자는 CVIG에서 

VC에대한 정보를받게됩니다. ROV 웹사이트에모든투표지제출박스위치에대해 

'나와가장가까운장소'가 표시될예정입니다. Shannon 

씨는투표지제출박스및필요한개수에대해설명했습니다. 이동식 투표소의경우 

ROV에대한특정기준및지침을마련해야합니다. ASL은Voiance, Facetime/화상회의등으로처리됩니다. 

전체위원들에게제안사항을 ROV @ Voters Choice로보내달라고요청했습니다. 

iii. 위원논의: 인구조사데이터에장애인으로표시되지않는사람들도있습니다. 

장애인들이많은특정 지역을찾기란쉽지않습니다. 남부카운티의시골지역및이런 

VC(투표소)의접근성에대한우려가있었습니다. 우편으로정보를보낼때시간을강조해야합니다. 

타운회의에서이문제와 VC(투표소)의필요성을강조해야합니다. 

투표지제출박스는누구나이용할수있을만한높이여야합니다. 

Facetime및화상회의의경우통역을위해전신비디오/화면이필요하다는점에대한우려가제기되었습니다
.  

 

VII. 공무및법무부서의 Eric Kurhi씨가홍보및지원에대한논의를진행했습니다.  

i. 다양한커뮤니티에대한지원방안과이용할홍보물및관련아이디어에대해논의가이루어졌습니다. 

ii. 위원제안/질의 - 카운티에서 DMV에장애인안내용플래카드를구할수있는지문의할수있는가요? (답변: 

가능성은낮지만 ROV에서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인터랙티브한홍보방법이나해시태그를이용하는방안을고려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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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L – 유권자접근성자문위원회(VAAC) 의제및회의록 

 

 

 

VIII. 위원회에서중요하게생각하는유권자피드백, 질의및/또는우려사항 

IX. 신규위원모집 

X. 다음회의 

i. 차기회의의제설정 

 2차 EAP 접근성회의내용간략설명 

 향후 VAAC 회의장소 

 신규위원모집방안 

 지도, 지원, 투표소. (이회의의대화계속진행) 

XI. 공지사항 

XII. 패널 Q&A - 회의전체적으로질의가계속되었으며 Q&A 세션에서는추가질의가없었습니다. 
 

XIII. 오후 4시 45분에휴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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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L – 유권자접근성자문위원회(VAAC) 의제및회의록 

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등록국 
 

1555 Berger Drive, Bldg. 2 
San Jose, CA 95112 
우편주소: PO Box 611360, San Jose, CA 95161-1360 

(408) 299-VOTE (8683) (866) 430-VOTE (8683) 팩스: (408) 998-7314 

www.sccvote.org 
 

 

유권자접근성자문위원회회의 

25 N. 14th St., Suite 1000, San Jose 
Silicon Valley Independent Living Center 

2019년 7월 16일오전 10시 
 

I. 소개 

a. 신규위원(있을시) 
 

II. 이전회의사후조치항목 

a. 회의록검토 

b. EAP 접근성협의내용간략설명 

c. 미션설정 
 

III. 회의내용마무리 

a. 허브위치 

i. 제안: SVILC 

b. 회의빈도: 매월(이전회의에서확정) 

i. 12월까지진행 

ii. 선거종료후분기별개최 

c. 공동의장논의(LAAC 위원제안)  
 

IV. 선거관리계획(EAP) 

a. 선거자료 

b. RAVBM: 우편투표국프레젠테이션진행 

c. 유권자교육및지원활동연합 
 

V. 모집및지원 

a. SCDD 뉴스레터(고마워요, Jennifer!)  
 

VI. 차기회의의제설정 
 

VII. 공지사항 
  

VIII. 패널 Q&A 
 

이시설들은접근가능한시설들입니다. 접근가능한양식의문서, 통역서비스, 

보조청취장비또는기타편의시설의요청은유권자등록국, 행정서비스부서에회의 5일전에 (408) 918-

9169로전화하거나voterschoice@rov.sccgov.org로이메일을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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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M-유권자 교육 및 지원 계획 세부사항 
 

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 등록국 (ROV)은 카운티 거주민들의 유권자 참여를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유권자 교육 및 지원 계획 부분은 커뮤니티 파트너십 증대, 시민 참여 

기회 확대 및 투표소 모델을 통한 유권자 경험 개선을 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설명합니다. 다음 활동은 첫 해에 시행될 계획입니다. 
 

지원 유형: 

 전통적인 지원: 아래에 나열된 활동은 계획된 선거에 관계 없이 일년 내내 ROV 가 

계획하는 오랫동안 참여 하는 유권자 교육과 복지 활동의 종류를 나타내 줍니다. 

이러한 활동에서는 ROV 는 유권자 교육 인쇄물, 시민 및 지방 정부 자원, 유권자 

등록처 사무용품, 그리고 심도 있는 논의를 대중에게 제공합니다.  

o 협의 – 대부분의 일반 지원 이벤트는 자원, 인쇄물, 유권자 교육, 유권자 등록 및 

선거 관리원 모집을 제공하기 위해 협의를 거칩니다. 

o 호스팅 부스 – 대규모 야외 행사, 축제 및 집회의 요청에 따라, 우리는 자원, 

인쇄물, 유권자 교육, 유권자 등록 및 선거 공무원 모집을 제공합니다 

o 유권자 등록 교육 – 개인/단체의 요청에 따라, 우리는 국무 장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유권자 등록 드라이브를 호스트하는 방법에 대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o 유권자 교육 프레젠테이션 – 요청/단체의 요청에 따라, 유권자 교육 

프레젠테이션은 유권자의 선택법 변경, 시민 101, 투표권, 투표 등록/사전 

등록을 포함합니다 

o 고등학교 유권자 등록 드라이브 – 고등학교와 유권자 등록 드라이브의 구성에 

대한 협력 및 지원 

o 네트워킹/시민 행사 – 커뮤니티 이벤트 및 다양한 시 상공회의소, 시의회 

선거구 등 지원 이벤트의 참여 및 파트너쉽 구축 

 유권자 선택법-특정 지원: ROV 는 투표소에서 투표소로의 변경을 강조하고, 

유권자들에게 있을 변경 사항에 대해 알리며, 적극적으로 모든 실행 단계에 개인 및 

커뮤니티의 의견을 구하는 새로운 종류의 유권자 교육 및 지원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기재된 활동들은 ROV 가 주최하고 참여하며 Santa Clara 카운티의 

회원 및 기관과 협력하는 지원 종류를 나타내 줍니다:  

o 프레젠테이션 

o 토론 또는 Q&A 세션 

o 파트너십 건물 (CBO 와 직접 미팅) 

o 워크샵 (언어 및 접근성 요구를 가진 커뮤니티를 위한) 

o 트레이너 훈련 프로그램 (TTT) (지원 파트너를 훈련하고 맞춤화한 메시지를 

증폭) 

o 투표 장비/기계 시연 
 

브랜딩/메시지: Santa Clara 카운티는 우편 투표 투표지를 받는 모든 유권자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투표소와 현재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에 대한 홍보를 우선시 하기 위해 

의식적 의사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카운티에서 유권자의 75-80%가 이미 영구 우편 투표 

유권자 라고 생각하면, ROV 는 변화에 의해 가장 영향을 받는 유권자들에 게 집중하고 

싶습니다: 직접 투표를 선호하는 유권자. 이미 VCA 를 시행하고, 우편 투표에 초점을 맞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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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티는 새로운 투표소 모델 하에 선거를 주최하면서 새로운 투표소 위치에 대해 알리지 

않고 전체적인 변화를 알리지 않아 선거일에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일으켰을 수 있습니다. 
 

지원 일정/단계: 

 1 단계: 2019 년 7 월-9 월  

o 트레이너 훈련 & 워크샵 

 2019 년 8 월 8 일 – Silicon Valley at Home 과 협력하여 유권자 교육과 

복지 연합 (VEOC) 런칭 파티 

 2019 년 9 월 7 일 – 트레이너 훈련 프로그램 

 여성의 평등 리더십 커뮤니티 2020 & 여성 정책 SCC 사무실과 

협력 

 2019 년 9 월 18 일 – 유권자 교육 및 VCA 워크숍 (장애) 

 맹인 및 시각 장애인을 위해 Vista Center 와 협력 

 2019 년 10 월 – 유권자 교육 & VCA 워크숍 (언어) 

 한국계 미국인 커뮤니티 서비스와 협력  

 2019 년 10 월/11 월 – 유권자 교육 & VCA 워크숍 (언어) 

 베트남 미국 원탁 회의와 협력 

o 고등학교 학생 아웃 리치 

 카운티 전역 공립 고등학교 유권자 등록 및 VCA 교육 

 여성 유권자 연맹과 미국 대학 여성 협회의 주도 

 여성 정책 SCC 사무소 및 SCC 교육국과의 협력 

 2 단계: 2019 년 10 월-12 월 

o 프레젠테이션, 정보 자료 및 인쇄물, San Jose 시에서 근린 협회와 PTA (Q&A)에 

대한 토론을 제공하는 것 

 Silicon Valley at Home 와 협력 

o 칼리지 학생 지원 

 학생 협회 및 교수진과 협력: 

 San Jose 주립 대학 

 Santa Clara 대학 

 Stanford 대학 (학부/대학원) 

 커뮤니티 칼리지 

o 기업 비지니스 

o 소기업 및 지역 비지니스 

o 워크숍 

 2019 년 11 월 ~ 2020 년 1 월 – 유권자 교육 및 VCA 워크숍 (장애) 

 Silicon Valley Independent Living Center 와 협력 

 2019 년 11 월 ~ 2020 년 1 월 – 유권자 교육 및 VCA 워크숍 (장애) 

 San Andreas Regional Center 와 협력 

 2019 년 11 월 ~ 2020 년 1 월 – 유권자 교육 및 VCA 워크숍 (장애) 

 State Council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와 협력 

 2019 년 11 월 ~ 2020 년 1 월 – 유권자 교육 및 VCA 워크숍 (언어) 

 중국어 사용 커뮤니티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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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단계: 2020 년 1 월 & 2 월 

o 매체 홍보 

o 대상이 된/역사적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한 커뮤니티에 대한 전략적 지원 

o 근린 협회 & PTA (North & South 카운티) 

o 예비 선거 & VCA 를 홍보하기 위해 선출된 공무원과 협력  

 카운티 감독관 

 시의회 의원 

 국회의원 

 하원의원 

 교육구 위원회 

o 워크숍 

 2020 년 1 월/2 월 – 유권자 교육 및 VCA 워크숍 (언어) 

 베트남어 사용 커뮤니티와 협력 

 2020 년 1 월/2 월 – 유권자 교육 및 VCA 워크숍 (언어) 

 스페인어 사용 커뮤니티와 협력 

 2020 년 1 월/2 월 – 유권자 교육 및 VCA 워크숍 (언어) 

 타갈로그어 사용 커뮤니티와 협력 

 2020 년 1 월/2 월 – 유권자 교육 및 VCA 워크숍 (언어) 

 일본어 사용 커뮤니티와 협력 

 2020 년 1 월/2 월 – 유권자 교육 및 VCA 워크숍 (언어) 

 힌디어 사용 커뮤니티와 협력 

 2020 년 1 월/2 월 – 유권자 교육 및 VCA 워크숍 (언어) 

 크메르어 사용 커뮤니티와 협력 

 2020 년 1 월/2 월 – 노숙인들과 함께하는 유권자 교육 워크숍 

 SCC Office of Supportive Housing, Valley Homeless Health Care 

Program, 및 Homeless Healthcare Patient & Family Advisory 

Team 과 협력 

 2020 년 1 월/2 월 – Evergreen Community College 및 San Jose City 

College 와 함께하는 유권자 교육 워크숍 

 여성의 평등 리더십 위원회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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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N – 문제 방지 대책 

 

유권자 등록국 (ROV)은 선거 절차의 잠재적인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방 

조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표준 보안 조치 

선거 관련 자료 및 장비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궁극적으로 잠재적인 중단을 

방지합니다. 

• 직원들은 카운티 또는 부서에 발급된 신분증 배지를 착용해야 합니다. 

• 접수대를 지나 부서 사무실에 출입하는 방문객이나 직원이 아닌 사람은 방문객이 

만나는 직원과 동행해야 합니다. 

• 부서의 컴퓨터 서버실 및 투표 용지실은 항상 배지 착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 감시를 통해 보안이 되어 있습니다. 

 

서버 및 네트워크 백업 

주 서버나 네트워크가 다운될 경우 정보 흐름의 중단을 방지합니다. 

• 부서의 투표 시스템, 투표지 구조 및 디자인, 선거 관리 시스템(EMS) 활동은 

카운티의 안전한 데이터센터에 보관됩니다. 

• 이런 데이터의 백업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주 서버가 다운될 경우 배치 

준비됩니다.  

• 유권자 데이터, 투표 시스템 및 EMS에 대한 변경 사항은 주기적으로 백업됩니다. 

 

투표소 장비의 백업 설정 

특정 장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될 때 투표를 중단하는 경우를 방지합니다. 

• 투표소에서 현재 장비를 사용할 수 없게 경우가 발생하면, 부서에 예비 장비가 

마련되어 있어 투표소에서 계속 유권자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예비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투표소에서 수동 처리를 통해 선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장비 

특정 장비를 분실할 경우 투표를 중단하는 경우를 방지합니다. 

• 투표소가 장비를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투표소 책임자가 주요 ROV 사무소에 

통보할 것입니다.  

• 백업 선거 장비를 보관하는 이동식 공급 트럭은 창고 직원에 의해 관리됩니다. 

• 최소 두 명의 창고 직원이 공급 트럭에서 투표소로 장비와 선거 관련 물품을 

배치하여 투표소의 물품과 장비 보안을 보장합니다.  

 
백업 투표 용품 

특정 투표 용품을 분실하거나 사용할 수 없어서 투표를 중단하는 경우를 방지합니다. 

• 투표소 직원들을 위해 준비된 함의 복제본이 유지 관리됩니다. 

• 투표소 조정자는 백업 투표 물품의 유지 관리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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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를 이동해야 하고 직원들이 현재 물품을 수집할 수 없는 경우, 가능하다면 

백업 물품이 새 장소로 배달됩니다. 

 

투표소 직원 부재 

투표소 직원이 자신의 지정된 이동 여부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투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 투표소 책임자가 ROV 사무소에 연락하여 해당 투표소의 교체 직원을 찾을 

것입니다. 

• 교육을 받은 예비 직원 목록은 주 ROV 사무소에 의해 유지 관리됩니다. 

 

의심스러운 사람 또는 물품 

의심스러운 사람 또는 물품으로 인해 투표가 중단되는 경우를 방지합니다. 

• 투표소 책임자가 상황에 따라 보안 당국에 연락을 취합니다. 

 
수동 시스템 비치 

전자 투표 장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투표를 중단하는 경우를 방지합니다. 

• 모든 기능은 수동 과정을 통해 수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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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O - 비상 계획 

 

비상 계획의 목적은 카운티 부서의 공공 봉사 및/또는 선거 진행에 방해될 수 있는 

비상상황 또는 기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거 기간 중에 수행할 절차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주 비상상황 중에는 주지사만이 부서의 선거 수행 의무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1 

 

이 계획은 Santa Clara 카운티의 비상 계획, 관리 및 대피소 계획(카운티 인트라넷 

사이트에서 볼 수 있음) 및 주 총무처(SOS) 비상 계획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부서는 비상상황에 의해 발령된 경보의 정도에 따라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수준을 

결정합니다. 다른 상황과 마찬가지로, 경찰이 출동해야 하거나 의료 지원이 필요한 

비상상황을 인지하게 될 경우 임직원이 911에 연락하고 층 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개인의 안전은 사무실의 어떤 문서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가장 먼저 챙겨 가야 할 것(대피 시) 

 물건을 가져갈 수 있으며 그래도 개인의 안전이 유지된다면 중요도에 따라 명시된 

다음과 같은 물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1. 투표지(1차 투표지 우선, 다른 투표지는 나중에) 

2. 소액 현금함의 현금 및 수표 

 

중요한 기타 기록의 보호 및 복구(비상상황 중) 

 아래 항목들은 중요하고 필수적인 기록으로 간주되며, 가능하다면 비상상황의 

성격과 범위에 따라 건물 밖으로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1. 계수 및 미계수 투표지 
2. 서버 
3. 기타 전자 데이터 저장장치 
4. 유권자 목록 

5. 소액 현금함의 현금 및 수표 

 

컴퓨터 보안 

 데스크톱 컴퓨터를 안전하게 종료할 시간이 없는 경우 담당자는 Ctrl+Alt+Delete 

키로 컴퓨터를 잠가야합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도 네트워크 연결을 끊고 완전히 종료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원이 공급되지 않을 시 직원은 컴퓨터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Technology Services & Solutions(TSS) 부서의 지시를 기다려야 합니다. 

 

 

                                                            
1 GC § 8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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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 및 미계수 투표지 

 일반적으로 투표지는 계수 여부와 무관하게 선거구별로 분류되며 최종 보관 

시까지 안전한 투표지 보관실에 보관됩니다. 집계된 투표지는 별도의 안전한 곳에 

보관됩니다. 미계수 투표지는 상태에 따라 분류 및 보관됩니다. 

1. 서명 미확인, 분류 전 및 봉투에 든 투표지 

2. 서명 확인 및 선거구별로 분류된 봉투에 든 투표지 

3. 봉투에서 빼어 선거구 번호가 표시된 박스에 둔 투표지 

 참고: 투표지는 서명 확인을 위해 워크스테이션 또는 투표지 검사실에 임시로 둘 

수 있습니다. 

 직원이 건물에서 투표지를 반출해야 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직원은투표지가 

든 상자나 통을 테이프로 밀봉하여 새로운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 

 건물에서 반출할 수 없는 경우 투표지는 안전 조치가 취해진 실내에 두어야 

합니다. 

 미사용 및 미발행 투표지는 반출할 시간이 없을 경우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있다면, ROV 또는 지정 담당자는 미사용 및 미발행 투표지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해야 합니다. 

 

선거 정보 기록 갱신 작동 중단 또는 접속 끊김 사고 

 투표소 책임자가 ROV 주 사무소에 통보합니다. 

 특정 투표소에서만 중단되고 30분 이상 지속되거나 현재 유권자 수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 유권자는 다른 투표소로 가도록 안내되거나 임시 

투표를 하도록 지도를 받습니다. 

 중단 사태가 카운티 전역에서 발생했을 시 투표소 직원이 올바른 투표지 유형 

또는 유권자 선거구를 파악할 수 있다면 전자 투표 장비를 통해 임시 투표지 및 

임시 봉투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백업되고 다시 작동하면 EIMS에 입력하기 위해 모든 유권자 및 정보에 

대한 문서 기록을 보관합니다. 

 투표 시스템 부서가 즉시 납품업체에 연락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정전 

 투표소 책임자가 ROV 주 사무소에 통보합니다.  

 정전이 15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유권자들을 다른 투표소로 안내합니다. 

 웹사이트, 문자메시지, 뉴스, 라디오,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해당 

소식을 알립니다. 

 

악천후 

 투표소 책임자가 ROV 주 사무소에 통보합니다. 

 날씨로 인해 투표소에 접근할 수 없거나 투표소가 안전하지 않은 경우, 예비 

투표소에 연락하여 즉시 사용 준비가 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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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전화메시지, 뉴스, 라디오,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대중에게 해당 소식을 

알립니다. 

 

화재 또는 기타 재해 

 직원과 유권자들은 우선 모두 안전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투표소 책임자가 ROV 주 사무소에 통보합니다. 

 시간이 있다면 투표소 직원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조치합니다. 

1. 시설에서 투표한 투표지를 모두 안전하게 반출합니다(우편 투표지, 장비의 

메모리 카드, 검정 투표함의 투표지, 조건부 유권자 등록 투표지). 

2. 선거 정보 관리 시스템(EIMS)에 접근하는 컴퓨터를 모두 확보하여 

안전하게 종료합니다. 

3. 투표 장비 일체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종료합니다. 

4. 가능하다면, 모든 컴퓨터/장비를 분리합니다. 

 ROV 사무소는 웹사이트, 전화 녹음, 뉴스, 라디오,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해당 

소식을 알리며 유권자들에게 대체 투표소를 안내합니다. 

 대체 투표소는 최대한 빨리 준비될 것입니다. 

 

투표 장비 오작동 

 투표소 책임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유권자에게 투표지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책임자는 투표소 매뉴얼의 문제해결 지침을 따라 행동합니다.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투표소 책임자가 ROV 주 사무소에 연락합니다. 

 ROV가 기술 지원 및 교체용 장비를 보내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주문형 투표지 장비 작동 중지 

 투표소 책임자는 직원용 투표소 매뉴얼의 문제해결 지침을 따릅니다.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투표소 책임자가 ROV 주 사무소에 연락하여 예비 투표 

장비 세트에서 주문형 투표 기계의 급송에 대해 협의합니다.  

 주문형 투표 기계가 계속해서 작동하지 않을 경우 투표소에서 투표지 기표 장치가 

사용됩니다.  

 투표소에 정전이 발생할 경우에는 투표 절차의 중단을 막기 위해 발전기가 

사용됩니다.  

 발전기 사용 후에도 정전이 계속되면, 미리 인쇄된 비상용 투표지 유형을 

유권자들에게 발급합니다.  

 미리 인쇄된 비상용 투표지가 다 떨어질 경우, ROV는 최신 비상용 투표지를 

기반으로 한 수기 투표지를 허용합니다. 

 

인터넷 연결 오류 

 투표소 책임자는 투표소 매뉴얼의 문제해결 지침을 따라 행동합니다.  

o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투표소 책임자가 ROV 주 사무소에 연락합니다.  

o ROV가 카운티 정보국 또는 인터넷 업체의 고객 지원팀에 연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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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이 15분 이상 중단될 경우 투표소 직원들은 전자 투표 장비로 임시 투표지 

및 가능할 경우 임시 봉투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직원은 선거 관리원이 ROV 주 사무소에서 EIMS에 입력하도록 모든 

유권자 정보의 문서 기록을 보관합니다. 

 인터넷 중단이 한 시간 이상 계속되거나 유권자 수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유권자들을 다른 투표소로 안내합니다. ROV 웹사이트, 

전화메시지, 뉴스, 라디오,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해당 소식을 

알립니다. 

 

투표소 사용 불가 

 이유를 불문하고 투표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투표소 책임자가 ROV 주 

사무소에 통보합니다. 

 예비 투표소 목록은 ROV 주 사무소에서 관리합니다. 

 선거 물류 관리 직원은 투표소 직원과 함께 새 투표소를 설치 및 준비합니다. 

 ROV 웹사이트, 전화메시지, 뉴스, 라디오,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투표소 장소 변경 소식을 알립니다. 

 

예비 투표소 

 ROV는 최대한 선거일까지 대체 투표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새 투표소는 가능한 한 원래 투표소에 가까워야 하며, 원래 투표소에 유권자를 

위한 새 투표소 안내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강화 보안(1도 경보) 

ROV 또는 경찰이 지정한 강화 보안 조치가 발동하면 ROV는 비상상황 대응국장에게 

다음에 대한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투표를 위한 유권자들의 건물 출입 
 직원들의 투표지 계수 진행 

 일상 업무 수행을 위한 대중의 건물 출입 

 

유권자 및 직원 대피(2도 경보) 

위의 표준 및 강화 보안 조치 외에 지정 직원들은 다음과 같은 대피 조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경보음이 들리는 경우 가장 가까운 출구를 통해 즉시 침착하게 대피하도록 
알립니다. 

 장애인 또는 대피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포함한 일반인들을 돕습니다. 

 문을 잠그고 중요 기록과 투표지를 확보합니다. 
 지정된 집합 장소로 이동하여 함께 기다립니다. 
 ROV는 대체 투표소를 승인합니다. 
 비상상황 메시지를 음성사서함에 남기고 건물에 게시합니다. 
 가능한 경우 대체 투표소에 부서 전화선을 연결합니다. 

 휴대전화로 건물 밖에 있는 직원들에게 상황을 알립니다. 

 지정 직원들은 각 층을 점검하고 대피 후 문을 닫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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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당일 대피 

선거일 당일에 전체 부서가 대피해야 할 경우 위의 조치 외에도 다음 조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계수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투표지 실과 계수실을 잠가 투표지 및 집계 장비를 

보호합니다. 분류된 미계수 투표지는 이미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서명 확인을 위한 워크스테이션의 투표지는 보안 투표지 실에 보관해야 합니다. 

 방금 접수되었으나 아직 분류 및 배분되지 않은 투표지는 이미 보안 투표지 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해당 비상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할 대체 투표소의 장소(있는 

경우)를 유권자들에게 알리십시오. 

 건물에 안내문을 게시하여, 카운티 전역에 널려 있는 투표지 제출용 박스가 
유효한 대체의 위치를 알립니다. 

 

하나 또는 여러 투표소에 영향을 미치는 비상상황의 경우 

하나 또는 여러 투표소에 영향을 미치는 비상상황의 경우 투표소를 이전하거나 합쳐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 공무원은 반드시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투표소 이전 및 새 투표소와 투표지 제출용 박스의 위치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합니다. 

 투표한 투표지를 모두 회수하고 가능하면 자체 밀봉식 가방에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투표함, 미투표 투표지, 유권자 명단을 회수하여 새 투표소로 옮깁니다. 

 최소한 2명의 선거 공무원 또는 검사관이 항상 각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지켜야 

하며 투표지가 새 투표소로 안전하게 옮겨지는지 감독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부서에서 필요한 새 씰을 제공합니다. 
 

투표지 회수 경로 또는 현장 임직원에 영향을 미치는 비상상황 

투표지 회수 경로 또는 현장 임직원에 영향을 미치는 비상상황의 경우 부서 직원은 해당 

투표소 상황을 현장의 선거 공무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권한 위임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유권자 등록국(ROV)은 부서 운영에 관한 모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ROV가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보조 ROV에 권한이 모두 위양됩니다. 두 

ROV 모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현장에 있는 최고위 직원에게 권한을 이전해야 

합니다. 

안전한 장소에 있을 때 ROV 및 지정 임직원들은 모여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가능하면 시스템을 복구하며 해당 비상상황의 성격에 따라 계속할 수 있는 작업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 회의의 결과는 휴대폰 및 유선 전화를 통해 직원들에게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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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황 중 및 상황 해제 후의 연락 

일반적으로 부서장은 대피 시작에 대한 공고를 준비합니다. 모든 공무원 및 유권자에게 

침착하고 질서 있게 이용할 출구 및 대피 규정에 따른 집합 장소에 대해 안내합니다. 

부서는 비상상황 중 및 상황 해제 후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직원들에게 연락합니다. 

 휴대폰 

 부서 음성사서함 
 문자메시지 
 집 전화 

안전 담당관은 건물 전체를 확인한 후 대피소에서 인원을 확인합니다. 직원들이 모두 

확인되면 현장의 담당자에게 알립니다. 한 명이라도 확인되지 않을 시에도 경찰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안전 코디네이터/관리자는 현재 상황 및 재진입 가능성에 대해 

직원들에게 알립니다. 
 

사전녹음 메시지 

비상 메시지의 내용은 해당 비상상황의 성격을 바탕으로 합니다. 행정 서비스 관리자는 

선거일에 비상상황이 발생할 시 신규 투표소 관련 메시지를 대중에게 알릴 수 있도록 

메시지 내용을 최신으로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훈련/신입 직원 오리엔테이션 

신입 직원들에게는 담당 감독관이 본 정책을 소개합니다. 모든 직원은 대피 경로와 집합 

장소를 숙지해야 합니다. 부서는 모든 직원이 해당 부서의 비상 계획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거 기간 중 여러 시기에 걸쳐 훈련을 실시합니다. 

 

부서 직원 교육 전략 

부서에서는 기본 안전 및 비상상황 관련 정보와 본 계획의 사본이 담긴 바인더를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분기별 비상상황 대비 및 절차 회의와 비정기적인 실제 훈련을 

실시합니다. 

본 가이드는 선거 전에 검토 및 갱신해야 합니다. 최종 가이드는 선거 120일 전에 완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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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P- 제안된 투표 센터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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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018 Election County Outreach Events
Date: Jan-18 Events

1/14/2018 Mankar San Kranti
1/15/2018 MLK Luncheon
1/20/2018 Womens March
1/21/2018 St. Marks Episcopal Church

Feb-18
Date: Feb-18 Events

2/2/2018 Buena Vista Community Meeting
2/2/2018 African American Flag raising Ceremony
2/8/2018 State of the City

2/11/2018 Lunar New Year Celebration
2/16/2018 TET Festival
2/17/2018 TET Festival
2/18/2018 TET Festival
2/21/2018 District 3 Community Leadership
2/22/2018 Business Mixer
2/23/2018 Winter Walk Oakridge Mall
2/24/2018 Go Red Heart
2/24/2018 Vietnamese New Year
2/25/2018 BWNC Chinese New Yar
2/27/2018 KACS Staff Meeting

Mar-18
Date: Mar-18 Events

3/2/2018 Silcon Valley Korean Federation Meeting
3/3/2018 Silicon Valley School and Camp Fair
3/8/2018 H Mart Grand Opening
3/9/2018 Neighborhood Nights Camden
3/9/2018 Neighborhood Nights Bascom

3/10/2018 Hispanic Chamber Summit
3/10/2018 Mexica New Year
3/11/2018 Venture Christian Church Service
3/11/2018 Mexica New Year
3/17/2018 Rana Holi Festival
3/18/2018 New Community Baptist Church
3/20/2018 Silicon Valley Korean Federation Meeting
3/21/2018 Celebrate Norouz Persian New Year
3/22/2018 USCIS
3/23/2018 Unity Dinner- Indo American Community Federation
3/24/2018 Easter Egg Hunt
3/24/2018 Kennedy 50th Anniversary
3/26/2018 Pathway to Citizenship Resource Fair
3/31/2018 Easter Egg Hunt
3/31/2018 Sizdeh Bedar

Apr-18
Date: Apr-18 Events

4/1/2018 Sizdeh Be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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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018 Bay Area Kids Book Fair
4/7/2018 15th Annual Cesar Chavez
4/8/2018 Cupertino- HOLI Festival

4/13/2018 West Valley Senior Walk
4/13/2018 Neighborhood Nights Almaden
4/13/2018 Neighborhood Nights Bascom
4/13/2018 Neighborhood Nights Willow Glen
4/15/2018 New Vision Church
4/21/2018 Nakland Resource Fair
4/21/2018 9th International Childrens Festival
4/21/2018 Citizenship Day
4/21/2018 Curpertino Earth & Arbor Day
4/22/2018 Sofa Festival
4/24/2018 USCIS
4/26/2018 Bridges to Action
4/26/2018 FilAM Chamber Business Mixer
4/26/2018 YWCA Stand Against Racism
4/28/2018 Education 4 Liberation
4/28/2018 Cherry Blossom Festival
4/28/2018 Community Resource Fair
4/28/2018 MACLA Family Art Day
4/29/2018 Festival Del Nino
4/29/2018 Kidney Action Day
4/29/2018 Cherry Blossom Festival
4/22/2018 New Hope Church

May-18
Date: May-18 Events

5/1/2018 May Day
5/4/2018 Buena Vista Meet and Greet
5/5/2018 Korean Parent Apprecian Day
5/5/2018 Alviso Cinco De Mayo Festival
5/6/2018 Mac Down

5/11/2018 Neighborhood Nights South Side
5/11/2018 Neighborhood Nights Camden
5/12/2018 Berryessa Art & Wine Festival
5/18/2018 SJ Job Corps
5/20/2018 Hakone Matsuri
5/22/2018 Mountain View Senior Resource Fair
5/24/2018 USCIS
5/26/2018 Mushroom Mardi Gras
5/27/2018 Mushroom Mardi Gras

5/6/2018 Philippine Consulate Outreach
5/6/2018 Emmanuel Presbyterian Church
5/8/2018 Gubernatorial Debate Wath Party

5/11/2018 SARC Legislative Luncheon
5/11/2018 Neighborhood Nights Almaden

5/5/2018 Cupertino Volunteer 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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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018 Silicon Valley Bikes Festival
5/20/2018 Campbell Boogie Festival
5/20/2018 Punjabi Mela

Date: Jun-18 Events
6/3/2018 Sunnyvale Art & Wine Festival
6/8/2018 Senior Health Fair
6/9/2018 Dia de Portugal Festival
6/9/2018 Project Hope Spring Fling

6/14/2018 USCIS
6/15/2018 World Refugee Day
6/16/2018 Juneteenth
6/16/2018 Alzheimers Forum
6/23/2018 Blossom Festival
6/25/2018 Korean Flag Raising Ceremony
6/27/2018 Viva Parks Hellyer Park
6/29/2018 Naturalization Ceremony
6/16/2018 Vasona Concert-Naked Booleggers
6/23/2018 Fountain Blues Festival

Jul-18
Date: July-18 Events

7/2/2018 Viva Parks AbornSan Kranti
7/3/2018 Viva parks Mt Pleasant

7/11/2018 Sunnyvale Concert
7/12/2018 Viva Parks Mayfair
7/13/2018 Neighborhood Nights Bascom
7/14/2018 Los Altos Art & Wine Festival
7/15/2018 Los Altos Art & Wine Festival
7/18/2018 Viva Parks McLaughlin
7/18/2018 Sunnyvale Summer Concert
7/19/2018 Viva Parks Roosevelt
7/21/2018 Wellness Village Day
7/22/2018 Philippine Consular
7/25/2018 Viva Parks Welch
7/26/2018 USCIS
7/26/2018 Viva Parks Children of the Rainbow
7/27/2018 Santa Clara Concert in the Park
7/28/2018 Veggie Fest
7/28/2018 Milpitas Preschool Resource Fair
7/29/2018 Summer Picnic
7/29/2018 Teeyan Festival
7/30/2018 Viva Parks Briga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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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018 Election County Outreach Events
Date: Aug-18 Events

8/1/2018 Sunnyvale Summer Series
8/1/2018 Viva Parks Ramac
8/2/2018 Viva Parks Hillview
8/3/2018 Santa Clara Street Dance
8/3/2018 Diversity Day
8/4/2018 Acoustic Open Mic
8/4/2018 Swadesh Festival
8/7/2018 National Night Out (NNO) Newhall
8/7/2018 NNO-Gilroy Wheeler
8/7/2018 NNO-Gilroy Monticelli
8/7/2018 NNO-Emma Prusch
8/7/2018 NNO- St. James
8/7/2018 NNO-Bibleway
8/7/2018 NNO-Cadillac Winchester
8/7/2018 NNO-Delmas
8/9/2018 NNO-Milpitas

8/10/2018 District 1 Eats
8/11/2018 San Jose Jazz
8/11/2018 Kids N Fun
8/11/2018 VACC Summer Picnic
8/12/2018 San Jose Jazz Festival
8/14/2018 Viva Parks Capitol
8/17/2018 Santa Clara Concert in the Park
8/18/2018 Vietnamese Caregivers Conference
8/19/2018 End of Summer Festival
8/20/2018 Viva Parks Aborn
8/21/2018 NNO Mountain House
8/21/2018 Viva Parks Mt. Pleasant
8/22/2018 Sunnyvale Summer Series
8/23/2018 USCIS
8/23/2018 Viva Parks Emma Prusch
8/24/2018 Saratoga Eats
8/25/2018 Palo Alt Festival of the Arts
8/25/2018 Community Resource Fair
8/25/2018 SV Pride
8/26/2018 Palo Alto Festival of the Arts
8/26/2018 SV PRIDE
8/26/2018 Cambrian Celebration
8/28/2018 Viva Parks McLaughlin
8/29/2018 Sunnyvale Summer Series
8/10/2018 San Jose Jazz Festival
8/30/2018 FilAm Chamber
8/29/2018 KACS

Date: Sep-18 Events
9/1/2018 Fatherhood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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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018 SEIU Rise UP
9/2/2018 Sonido Clash
9/8/2018 Project Hope
9/8/2018 Mediterranen Festival
9/9/2018 Mediterannean Festival

9/12/2018 EVC Voter Reg Drive
9/12/2018 McKinley Bonita NA
9/12/2018 Sheriff Candidate
9/13/2018 CONNECT 2018
9/14/2018 NN Willow Glen
9/14/2018 YMCA Welcome Week
9/14/2018 NN Bascom
9/14/2018 School of Art
9/15/2018 SV Fall
9/15/2018 Ganesh Festival
9/16/2018 Santa Clara Art & Wine
9/16/2018 Ganesh Festival
9/19/2018 Ice Cream Social
9/20/2018 USCIS
9/21/2018 Moon Festival
9/21/2018 Back to School Night
9/22/2018 Conscious San Jose
9/22/2018 Moon Festival
9/23/2018 Cathedral of Faith
9/23/2018 Viva Calle
9/23/2018 SoFA Festival
9/23/2018 Moon Festival
9/25/2018 NVRD Santa Clara Library
9/25/2018 NVRD YMCA Alameda
9/27/2018 Nova Job Fair
9/27/2018 Pros and Cons of Ballot
9/29/2018 Moon Festival
9/29/2018 Hispanic Heritage Month
9/30/2018 SV Gala
9/30/2018 Womens Conference
9/22/2018 Chu-Suk Thanksgiving
9/26/2018 Valley Church
9/16/2018 Venture Church
9/21/2018 KACS Seminar
9/23/2018 Korean Baptist Church of SJ
9/30/2018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SCV

Date: Oct-18 Events
10/2/2018 Orchard City Indivisible
10/3/2018 Gavilan Health Fair
10/3/2018 Pros an Cons Presentation
10/4/2018 Disability Awareness Day
10/6/2018 BNHW Kickoff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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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018 Tamale Festival
10/7/2018 Day on the Bay

10/10/2018 Indian Health Center
10/10/2018 Fire Safety Town Hall
10/12/2018 Neighborhood Nights Bascom
10/12/2018 Neighborhood Nights Almaden
10/13/2018 Pumpkins in the Park
10/13/2018 Fall Family Festival
10/16/2018 Senior Resource Fair
10/17/2018 SCU Registration Drive
10/19/2018 FestivALL
10/20/2018 ALPA Heritage Month
10/21/2018 Dia de los Muertos
10/21/2018 Health Fair
10/21/2018 St Maria Goretti
10/24/2018 Project Ohana
10/25/2018 USCIS
10/30/2018 Hillview Library
10/16/2018 When We All Vote

10/7/2018 New Vision Church
10/12/2018 Civic Engagement Networking
10/14/2018 Emmanuel Presbyterian Church

Date: Nov-18 Events
11/1/2018 Gavilan Transfer Day
11/9/2018 Neighborhood Nights Alameda

11/10/2018 Girls Advisory Networking
11/11/2018 BAYVP Diwali 2018
11/17/2018 Empowering Community
11/18/2018 Sonido Clash

Date: Dec-18 Event 
12/14/2018 Berryessa Neighborhood N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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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R - 자주 묻는 질문사항 

VCA 조사 FAQ 모음 

California주 유권자 선택법(Voter’s Choice Act, VCA)이란 무엇인가요? 투표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가요? 

California주 유권자 선택법(VCA)은우편 투표지/투표소 모델을 이용하여 선거가 

기본적으로 변형하게 됩니다. California주 주지사 Jerry Brown은 2016년 9월 

29일에 이 획기적인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등록 유권자는 모두 VBM 

유권자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 29일 전부터 우편 투표(VBM) 투표지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카운티 전역에 800개가 넘는 전통적인 동네 투표소는 22개의 11일 

투표소와 88개의 4일 투표소, 그리고 91개의 투표지 제출용 박스로 교체됩니다. 

또한 유권자는 기표한 투표지를 우편으로 반송하거나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투표소나 투표지 제출용 박스에 투표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Santa Clara 카운티가 California주 유권자 선택법에 따라 진행할 첫 선거는 

언제입니까?  

2019년 4월 9일에 Santa Clar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유권자 등록국이 이 

투표소 모델로 선거를 진행하도록 승인했습니다. VCA하의 첫 선거는 2020년 3월 

3일 대통령 예비 선거입니다.  

Santa Clara 카운티의 향후 모든 선거는 새 모델로 실시되나요? 

이새 모델은 앞으로 모든 정기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 외 특별 선거는

선거 주관 지방 정부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Santa Clara 카운티는 왜 VCA를 채택했습니까? 

Santa Clara 카운티는 현재 78%가 우편 투표 유권자인 최근 유권자들의 생활 

패턴을 반영하여 VCA를 채택했습니다. VCA는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언제, 

어디에서 투표할 것인지에 대한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편의성을 

높입니다. 유권자들은 선거일에 지정된 한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일 10일 전부터 Santa Clara 카운티에 위치한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 선거일 

29일 전부터 1555 Berger Drive, Building 2, San Jose, CA 95112의 유권자 

등록국(ROV)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 투표, 우편 투표 또는 공식 투표지 제출용 

박스 등을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선택법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유권자 선택법은 보다 다양한 투표 방법을 제공합니다. 

- 유권자들은 이제 투표 장소, 시기, 방법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주말과 휴일을 포함하여 선거일 10일 전부터 투표할 수 있으므로 투표 가능

기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 등록에서 투표까지 당일에 투표소에서 모두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선거일 전에 더 많은 곳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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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주로 구사하는 유권자들에게는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유권자 등록국(ROV)은 8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중 중국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및 베트남어, 이렇게 4개 언어는 연방 정부에서 의무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크메르어 및 한국어는 주 정부에서 의무화한 것이며 힌디어와 일본어는 

카운티의 역사를 고려하여 ROV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공식 투표지, 조건부 

유권자 등록 및 임시 투표지 봉투, 투표소 및 투표지 제출용 박스의 표지판은 이 

8개 언어로 번역됩니다.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CVIG)는 연방 정부가 

의무화한 4개 언어로만 제공됩니다. 또한 2개 언어가 가능한 투표소 직원들을 

투입하므로 다양한 언어 및 방언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란 무엇입니까? 

투표소는 카운티 내 등록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는 보편적인 투표소입니다. 

Santa Clara 카운티 전역에 약 110개의 투표소가 설치됩니다.  

새로 바뀐 투표소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유권자 등록국(ROV)은 새 선거 모델, 다가오는 선거 및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Santa Clara 카운티 등록 유권자들에게 2가지 

우편물을 보내드립니다.  

투표소에서는 투표와 관련하여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각 투표소에는 장애가 있는 유권자가 독립적으로 그리고 비밀 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ADA 준수 기능을 갖춘 최소 3대의 투표지 표시 장치가 구비될 

것입니다. 유권자들은 고용주 또는 노조 대표가 아닌 한 투표 과정 중에 도움을 

받기 위해 최대 2명과 함께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편리하게 재택 투표를 

원하는 유권자의 경우 별도로 신청하면 원격 우편 투표(RAVBM)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RAVBM 시스템을 이용하는 유권자에게는 공식 투표지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 인쇄 방법, 투표지 작성법 및 ROV로의 반송법이 명시된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또한 투표소에서는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시 

유권자들은 ROV 사무소인 (408) 299-VOTE로 전화해서 이용 가능한 언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투표소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거 30일 전부터 투표소 및 투표지 제출용 박스 목록이 카운티 유권자 정보 

가이드(CVIG) 및 유권자 등록국 웹사이트(https://www.sccgov.org)에 공개됩니다. 

California주에 있는 누구라도 Santa Clara 카운티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Santa Clara 카운티에서 등록하거나 등록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Santa Clara 카운티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주말 또는 공휴일에도 투표소를 운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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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는 선거 10일 전부터 운영됩니다. 이 10일에는 최대 2번의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Santa Clara 카운티는 얼마나 많은 투표소를 보유해야 합니까? 

투표소 수는 선거 88일 전에 카운티 등록 유권자 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2020년 

3월 예상 등록 유권자 수를 바탕으로, Santa Clara 카운티는 20개의 11일 투표소 

및 최대 80개의 4일 투표소를 갖춰야 합니다. Santa Clara 카운티는 유권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2개의 11일 투표소와 추가로 88개의 4일 

투표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투표소로 가서 이중 투표하는 행위를 어떻게 막나요? 

California주는 VoteCal이라고 하는 주 전역 유권자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유권자가 주 내 어딘가에서 투표를 이미 했다면 모든 

카운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anta Clara 카운티는 전자 선거인 명부 

(e-명부)를 이용하여 이 데이터베이스와 상호 작용하고 거의 실시간으로 유권자 

등록 현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년간 동네 투표소를 이용했습니다. 계속해서 선거일에 이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이전 투표소가 그대로 투표소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합니다. 

저는 영구 우편 투표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왜 우편 투표지가 발송된 건가요? 

California주 유권자 선택법(VCA)이 시행되고 Santa Clar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에서 승인하면서 2020년 3월 선거부터 Santa Clara 카운티 등록 

유권자에게는 선거 29일 전부터 자동으로 우편 투표지가 발송됩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은 어떻게, 언제, 어디서 투표할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식 투표지 제출용 박스란 무엇인가요? 

공식 투표지 제출용 박스는 유권자들이 선거 29일 전부터 우편 투표지 봉투를 

제출할 수 있는 안전하게 고정된 상자입니다. 투표지 제출용 박스는 각 해당 

지역의 정규 영업 시간 동안 이용이 가능합니다. 투표지 제출용 박스를 사용할 

시 우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Santa Clara 카운티는 얼마나 많은 투표지 제출용 박스를 갖춰야 하는가요? 

투표지 제출용 박스의 수는 선거 88일 전에 카운티 등록 유권자 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2020년 3월 선거 기준 예상 등록 유권자 수를 바탕으로, Santa Clara 

카운티는 약 67개의 투표지 제출용 박스를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Santa Clara 카운티는 91개의 

투표지 제출용 박스를 제공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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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투표지 제출용 박스는 안전한가요? 

공식 투표지 제출용 박스는 기물 파손, 임의 제거 및 악천후를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한 재질로 안전하게 제작되고 잠금 처리됩니다. 투표지는 정기적인 일정에 

따라 유권자 등록국 직원들이 투표지 제출용 박스에서 회수합니다. 투표지는 선거 

25일 전부터 월요일, 수요일 및 금요일에 회수합니다. 선거 10일 전부터는 매일 

회수합니다. 

투표소와 투표지 제출용 박스의 위치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카운티는 투표소 및 투표지 제출용 박스의 위치에 대한 제안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커뮤니티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안이 있다면 

voterschoice@rov.sccgov.org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유권자 등록국은 실제 

사용 전에 모든 투표소/박스 설치 후보지에 대하여 장애 유권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 조사가 완료되면 등록국은 

California주 선거법 4005에 따른 일정에 맞춰 설치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현장과 협력합니다. 

기표된 투표지는 어디서 제출하면 되나요? 

투표지는 투표소, 투표지 제출용 박스 또는 1555 Berger Drive, Building 2, 

San Jose, CA 95112에 위치한 유권자 등록국 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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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와 투표지 제출용 박스 위치 선정 시 고려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California주 선거법 4005는 투표소와 투표지 제출용 박스 위치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대중교통 인접성

- 유권자가 자차 또는 대중교통으로 이동해야 하는 거리와 시간

- 무료 주차시설 및 그 접근성

- 교통량

- 과거 우편 투표율이 낮은 커뮤니티

- 주요 인구 밀집 지역

- 소수 언어 커뮤니티

- 장애 유권자

- 가정별 차량 보유율이 낮은 커뮤니티

- 저소득 커뮤니티

-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당일 등록 및 투표까지 해야 하는 유권자가 많은

커뮤니티

- 오지 거주 유권자

- 장애 유권자가 스스로 비밀을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역량

- 기존 투표소 외 이동식 투표소의 필요성 및 단기 개설 투표소 추가에 대한

필요성

저는 투표소 또는 투표지 제출용 박스 설치 장소로 좋은 곳을 알고 있습니다. 제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는 항상 투표소나 투표지 제출용 박스를 설치할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보지는 모두 접근성 등의 기타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선거 관리국에 

의해 설문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투표소로 활용 가능한 곳을 추천하거나 관련 

요건이 궁금하시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해 주십시오(이메일: 

voterschoice@rov.sccgov.org, 전화: (408) 299-V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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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 등록국에서 유권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제공하나요? 

예. SCCVOTE 모바일 앱은 Apple, Android 등의 모바일 기기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o 신속하고 편리한 온라인 투표 등록

o 유권자 등록 현황 확인

o 선거 28일 전부터 가장 가까운 투표소 및 투표지 제출용 박스 검색 가능

ROV - 유권자 등록 FAQ 

유권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Santa Clara 카운티에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o 다음 링크에서 온라인으로 등록: www.registertovote.ca.gov

o 유권자 등록 양식 작성(관공서, 공공 도서관, 우체국 및 유권자

등록국(ROV)에서 이용 가능)

o (408) 299-VOTE 또는 수신자 부담 무료 (866) 430-VOTE 번호로 ROV

사무소에 연락하여 유권자 등록 양식을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

유권자 등록 시 사서함, 회사 주소, 우편함 주소 등을 제 주소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사서함, 회사 주소, 우편함 주소 등은 우편물 수취용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귀하의 선거구를 파악하려면 거주지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노숙자입니다.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귀하의 선거구를 파악하려면 거주지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주택 번호와 도로명이 

포함된 주소가 없는 경우 귀하의 선거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귀하께서 거주지로 

간주하는 곳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교차로 또는 랜드마크 등). 교차로 

또는 랜드마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유권자 등록국에서 선거 관련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사서함, 회사 주소, 우편함 주소 등의 우편물 수취 주소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다만 등록 양식에는 거주지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등록하는 데 필요한 신분증은 무엇입니까? 

California주에서 처음 등록을 할 때는 California 운전 면허증 또는 주 ID가 

필요합니다. 둘 다 없다면 사회보장 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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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등록이 완료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유권자 알림 카드는 등록일로부터 6주 내에 우편 발송됩니다. 카드를 받지 

못했다면 (408) 299-VOTE로 저희 사무소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유권자 등록 상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귀하의 유권자 등록 상태를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o 다음 링크로 주 총무처(SOS) 웹사이트 방문: https://voterstatus.sos.ca.gov

o 다음 링크로 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 등록 조회 툴에 액세스:

https://eservices.sccgov.org/rov/

o (408) 299-8683으로 유권자 등록국에 전화

재등록은 언제 필요한가요? 

다음 사항을 변경할 때마다 재등록해야 합니다. 

o 이름

o 거주지 주소

o 정당

유권자 등록을 최신으로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유권자 등록 시에는 현재 거주지 및 우편 주소가 있어야 올바른 투표지와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 관련 우편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재등록을 해야 하나요? 

이사를 가지 않고 4년 내에 투표를 했다면 등록 상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귀하의 

등록 상태를 확인하려면 다음 링크에서 유권자 등록국 웹사이트 

https://eservices.sccgov.org/rov/를 방문하거나 (408) 299-VOTE로 전화해 

주십시오. 

선거 15일 전인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을 못했는데 그래도 투표할 수 있나요? 

예. 선거 14일 전부터 이용 가능한 조건부 유권자 등록 옵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유권자 등록은 유권자 등록국 및 투표소에서 가능하며 이를 

통해 임시로 등록 및 투표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유권자 등록(CVR)이란 무엇인가요? 

선거 15일 전의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을 못 한 경우 조건부 등록(CVR)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CVR 투표는 선거 14일 전부터 Santa Clara County Registrar 

of Voters, 1555 Berger Drive, Building 2, San Jose, CA 95112의 유권자 

등록국에서, 또는 선거 10일 전부터 투표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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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R은 언제부터 발효되었나요? 

CVR은 주 전역 유권자 등록 데이터베이스가 인증을 받은 후 2017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제 CVR은 다른 모든 등록과 동일하게 취급되나요? 

예. CVR도 다른 모든 등록과 동일하게 처리 및 취급됩니다. 

CVR 투표지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CVR 투표지는 선거 10일 전부터 또는 선거 당일에 카운티 유권자 등록국 

또는 투표소에서만 본인에게 발행됩니다. 

CVR 투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권자 등록 양식을 작성하고 카운티 내 유권자 등록국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CVR 투표지는 절대로 등록국이나 투표소의 외부로 유출하여 

나중에 반송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십시오. CVR 투표지는 CVR 정보를 확인하는 

즉시 처리되는 임시 투표지입니다. 

내가 투표한 CVR 투표지가 집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투표지의 상태를 확인하려면 (408) 299-VOTE로 저희 사무소에 전화하시거나 

다음 링크로 주 총무처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sos.ca.gov/elections/ballot-status  

등록 마감일 후에 귀화가 승인되었는데 투표 등록이 가능한가요? 

예. 등록 마감 후(선거 15일 전) 귀화하신 분들은 선거 14일 전부터 투표가 

마감되는 선거일 저녁 8시까지 유권자 등록국에서만 등록 및 투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분들은 귀화일이 등록 마감일 이후로 되어 있는 귀화 인증서를 제시해야 

하며 시민권 선서식의 진술서 및 인증서를 제출하여 Santa Clara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Santa Clara 카운티에서 유권자 등록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권자 등록은 다음의 방법을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주 총무처(SOS) 에서 제공한 다음 링크로 유권자 등록 취소 요청 양식을 인쇄,

작성하여 서명합니다. https://elections.cdn.sos.ca.gov/pdfs/cancellation-request-

form.pdf

2. 다음 링크를 사용하여 유권자 조치 요청 양식(VARF)을 인쇄, 작성하여 서명합니다.

https://www.sccgov.org/sites/rov/Register/Documents/VARF_318.pdf

3. 귀하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Santa Clara 카운티 내 등록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에

대한 서명이 있는 요청서를 작성합니다.

a. 그리고 County of Santa Clara Registrar of Voters, 1555 Berger Drive,

Building 2, San Jose, CA 95112로 우편 발송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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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또한 스캔한 첨부 파일을 이메일 voterinfo@rov.sccgov.org로

보내주십시오.

c. 팩스 (408) 998-7314로 보내셔도 됩니다.

유권자 사망 시 선거 사무국에 통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거 사무국은 매월 주 정부로부터 Santa Clara 카운티 내 사망자에 대한 

소식을 전달받습니다. 사망 유권자 등록 취소를 신청하려면 직계 가족이 

(408) 299-VOTE로 전화하면 됩니다.

등록했다고 생각했는데 유권자 등록 조회 툴에서 제 기록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Santa Clara 카운티의 유권자 등록 조회 툴에 거주지 주소와 월/일/연도 

형식의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그래도 귀하의 기록을 찾을 수 없는 경우 

(408) 299-VOTE로 전화해 주십시오.

투표 등록을 하지 않아도 청원에 서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청원서에 한 귀하의 서명이 유효하려면 귀하가 현재 주소로 등록한 

유권자여야 합니다. 

집에서 선거 관련 우편물과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제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 

건가요? 

이정보는 등록 유권자 목록을 포함한 다양한 출처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현행

법은 유권자 등록 데이터를 승인된 사람 또는 그룹에 제공하고 선거, 정부, 학술,

또는 정치적 조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등록 정보에서 귀하의

전화번호를 삭제하려면, (408) 299-VOTE로 전화해 주십시오.

왜 자동차 교통부(DMV)가 유권자 등록에 참여합니까? 

1993년 전국 유권자 등록법에 따르면 DMV 사무국에서 면허 발급, 갱신 등의 

용무를 보는 자는 유권자로 등록하거나 등록 정보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흔히 

"Motor Votor Law"로 칭해지는 이 법을 통해 대중은 DMV 사무국에서 운전 면허증 

또는 신분증(ID)을 발급 또는 갱신하면서 유권자로 등록하거나 유권자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운전 면허증, ID 카드 또는 주소 변경을 온라인, 우편 

또는 직접 하는 경우 해당인이 이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California 

총무처에 유권자로 등록됩니다. 이 법에 따라 16세 또는 17세의 자격을 갖춘 

California 주민들의 사전 등록이 가능하며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유권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목록을 이용해 배심원으로 참석할 시민을 선정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예. 배심원으로 참석할 시민은 유권자 등록 파일과 DMV 기록에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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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왜 여러 건의 배심원 참석 요청서를 받게 된 건가요? 

운전 면허증과 유권자 등록 기록상 귀하의 이름이 다를 경우 관련 통지가 여러 번 

발송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귀하의 운전 면허증에 기재된 

이름 그대로 유권자 등록서를 작성하여 유권자 등록국에 보내시거나 다음 

링크에서 온라인으로 신규 유권자 등록을 하십시오. www.sos.ca.gov. 

배심원단장은 DMV 및 카운티 선거 사무국에서 제공하는 명부에서 배심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운전 면허증 또는 ID와 일치하도록 귀하의 

유권자 기록을 업데이트하면 배심원 소환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ROV - 우편 투표 FAQ 

투표지는 언제 도착하나요? 

투표지는 선거 29일 전부터 우편 발송됩니다. 선거 2주 전까지 투표지를 받지 

못한 경우, (408) 299-VOTE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카운티/주 외부에 있는 상태입니다. 투표지를 다른 주소로 우편 발송받을 수 

있습니까? 

예. 유권자 등록국((408) 299-VOTE)에 전화해 임시 주소로 투표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교체용 투표지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408) 299-VOTE로 전화해서 교체용 투표지를 요청하십시오. 또한 Santa Clara

카운티 내에 위치한 투표소 또는 1555 Berger Drive, Building 2, San Jose, CA

95112의 유권자 등록국에서도 교체용 투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표지 반송 시 우편 요금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우편 요금은 카운티가 부담합니다. 

투표지의 현재 상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투표지의 상태는 각 선거 29일 전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링크에서 

투표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eservices.sccgov.org/rov/?tab=ab 

제가 군 복무 중이거나 해외 거주 중인 경우에는 어떻게 투표합니까? 

군인과 해외 유권자들은 원격 우편 투표(RAVBM) 시스템을 신청하면 공식 

투표지를 다운로드하는 링크, 기표 방법 및 투표지를 유권자 등록국으로 반송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투표지가 선거 4주 전까지 도착하지 않은 경우, 유권자 등록국에 교체 투표지를 

문의하십시오. 전화 (408) 299-VOTE 또는 (866) 430-VOTE, 팩스 (408) 998-7314 

또는 이메일 votebymail@rov.sccgo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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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는 언제까지 반송해야 하나요? 

우편으로 발송된 투표지는 선거일 당일이나 그 전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하며, 선거 

3일 후까지 유권자 등록국(ROV)에서 접수되어야 합니다. Santa Clara 카운티 

투표지 제출용 박스나 투표소, 또는 1555 Berger Drive, Building 2, San Jose, CA 

95112에 있는 ROV 사무소에서 늦어도 선거일 오후 8시까지 투표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 아들/딸은 학교에 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의 투표지를 받을 수 있나요? 

투표지는 해당 우편 주소로 자동으로 우편 발송됩니다. 본인이 유권자 

등록국((408) 299-VOTE)에 전화해 임시 주소로 투표지를 보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교체용 투표지를 대신 수령해야 하는 경우, 귀하의 대리 수령을 

허가한다는 자녀분의 서명이 있는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투표지 봉투를 잃어 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 봉투를 받을 수 있나요? 

새 투표지 봉투는 Santa Clara 카운티 투표지 제출용 박스나 투표소, 또는 1555 

Berger Drive, Building 2, San Jose, CA 95112에 있는 ROV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체용 투표지 봉투는 Santa Clara 카운티의 투표지 제출용 박스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필수 정보를 입력하고 표시된 곳에 서명해야 

합니다. 또는, 일반 봉투에 ‘이름, 거주지 주소 및 서명’을 기입해서 선거용 봉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하십시오. "본인은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본인이 California주 Santa Clara 카운티의 주민이며 

이곳에서 투표를 하고, 본인의 이름은 이 봉투에 적힌 이름이며 본 선거와 

관련하여 다른 지역에서 투표지를 신청했거나 그러한 의도가 없음을 선언합니다." 

상기 정보와 함께 기표한 투표지를 이 봉투에 넣고 밀봉하십시오. 기표한 

투표지가 든 이 봉투를 더 큰 발신용 봉투에 넣고 ROV에 우편 발송합니다. 

ROV - 후보자 서비스 FAQ 

선출 대표가 누구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출 대표 정보는 (408) 299-VOTE로 유권자 등록국에 전화하여 알아보거나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ccgov.org/sites/rov/Info/Documents/Office-Holders-List.pdf  

선출직에 출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음 링크를 통해 선출직에 출마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ccgov.org/sites/rov/Info/Pages/CandidateINFO.aspx  

지난 선거 결과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다음 링크에서 지난 선거 결과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s://www.sccgov.org/sites/rov/Resources/Pages/PastEResult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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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R - 자주 묻는 질문사항 

투표를 통해 법안을 제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 링크에서 투표를 통한 법안 제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ccgov.org/sites/rov/Info/Pages/Recalls.aspx  

선출직 공무원을 소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음 링크에서 선출직 공무원의 소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ccgov.org/sites/rov/Info/Pages/Recall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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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ta Clara 카운티는 왜 VCA를 채택했습니까?
	Santa Clara 카운티는 현재 78%가 우편 투표 유권자인 최근 유권자들의 생활 패턴을 반영하여 VCA를 채택했습니다. VCA는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언제, 어디에서 투표할 것인지에 대한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편의성을 높입니다. 유권자들은 선거일에 지정된 한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일 10일 전부터 Santa Clara 카운티에 위치한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 선거일 29일 전부터 1555 Berger Drive, Bu...

	Santa Clara 카운티는 얼마나 많은 투표소를 보유해야 합니까?
	투표소 수는 선거 88일 전에 카운티 등록 유권자 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2020년 3월 예상 등록 유권자 수를 바탕으로, Santa Clara 카운티는 20개의 11일 투표소 및 최대 80개의 4일 투표소를 갖춰야 합니다. Santa Clara 카운티는 유권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2개의 11일 투표소와 추가로 88개의 4일 투표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투표소로 가서 이중 투표하는 행위를 어떻게 막나요?
	California주는 VoteCal이라고 하는 주 전역 유권자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유권자가 주 내 어딘가에서 투표를 이미 했다면 모든 카운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anta Clara 카운티는 전자 선거인 명부 (e-명부)를 이용하여 이 데이터베이스와 상호 작용하고 거의 실시간으로 유권자 등록 현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Santa Clara 카운티는 얼마나 많은 투표지 제출용 박스를 갖춰야 하는가요?
	투표지 제출용 박스의 수는 선거 88일 전에 카운티 등록 유권자 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2020년 3월 선거 기준 예상 등록 유권자 수를 바탕으로, Santa Clara 카운티는 약 67개의 투표지 제출용 박스를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Santa Clara 카운티는 91개의 투표지 제출용 박스를 제공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식 투표지 제출용 박스는 안전한가요?
	공식 투표지 제출용 박스는 기물 파손, 임의 제거 및 악천후를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한 재질로 안전하게 제작되고 잠금 처리됩니다. 투표지는 정기적인 일정에 따라 유권자 등록국 직원들이 투표지 제출용 박스에서 회수합니다. 투표지는 선거 25일 전부터 월요일, 수요일 및 금요일에 회수합니다. 선거 10일 전부터는 매일 회수합니다.

	투표소와 투표지 제출용 박스의 위치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카운티는 투표소 및 투표지 제출용 박스의 위치에 대한 제안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커뮤니티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안이 있다면 voterschoice@rov.sccgov.org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유권자 등록국은 실제 사용 전에 모든 투표소/박스 설치 후보지에 대하여 장애 유권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 조사가 완료되면 등록국은 California주 선거법 4005에 따른 일정에 맞춰 설치 및 이용할 수 ...

	투표소와 투표지 제출용 박스 위치 선정 시 고려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California주 선거법 4005는 투표소와 투표지 제출용 박스 위치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대중교통 인접성
	- 유권자가 자차 또는 대중교통으로 이동해야 하는 거리와 시간
	- 무료 주차시설 및 그 접근성
	- 교통량
	- 과거 우편 투표율이 낮은 커뮤니티
	- 주요 인구 밀집 지역
	- 소수 언어 커뮤니티
	- 장애 유권자
	- 가정별 차량 보유율이 낮은 커뮤니티
	- 저소득 커뮤니티
	-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당일 등록 및 투표까지 해야 하는 유권자가 많은 커뮤니티
	- 오지 거주 유권자
	- 장애 유권자가 스스로 비밀을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역량
	- 기존 투표소 외 이동식 투표소의 필요성 및 단기 개설 투표소 추가에 대한 필요성

	저는 투표소 또는 투표지 제출용 박스 설치 장소로 좋은 곳을 알고 있습니다. 제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는 항상 투표소나 투표지 제출용 박스를 설치할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보지는 모두 접근성 등의 기타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선거 관리국에 의해 설문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투표소로 활용 가능한 곳을 추천하거나 관련 요건이 궁금하시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해 주십시오(이메일: voterschoice@rov.sccgov.org, 전화: (408) 299-VOTE).

	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 등록국에서 유권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제공하나요?
	예. SCCVOTE 모바일 앱은 Apple, Android 등의 모바일 기기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o 신속하고 편리한 온라인 투표 등록
	o 유권자 등록 현황 확인
	o 선거 28일 전부터 가장 가까운 투표소 및 투표지 제출용 박스 검색 가능

	새 투표지 봉투는 Santa Clara 카운티 투표지 제출용 박스나 투표소, 또는 1555 Berger Drive, Building 2, San Jose, CA 95112에 있는 ROV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체용 투표지 봉투는 Santa Clara 카운티의 투표지 제출용 박스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필수 정보를 입력하고 표시된 곳에 서명해야 합니다. 또는, 일반 봉투에 ‘이름, 거주지 주소 및 서명’을 기입해서 선거용 봉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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