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록 B – 유권자 교육 및 지원 계획 세부사항 

 

 

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 등록국 (ROV)은 카운티 거주민들 중에 유권자로서의 참여를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유권자 교육 및 지원 계획 부분은 커뮤니티 파트너십 증대, 

시민 참여 기회 확대 및 투표 센터 모델을 통한 유권자 경험 개선을 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설명합니다. 다음 활동은 유권자 등록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매년 

계획됩니다. 

 

지원 유형: 

• 전통적인 지원: 아래에 나열된 활동은 계획된 선거와는 관계 없이 일년 내내 ROV 가 

계획하고 참여하는 유권자 교육과 지원 활동의 종류를 나타내 줍니다. 이러한 

활동에서 ROV 는 유권자 교육 인쇄물, 시민 및 지방 정부 자원, 유권자 등록국 

브랜드 홍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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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부스 – 대규모 야외 행사, 축제 및 집회의 요청에 따라, 자원, 인쇄물, 

유권자 교육, 유권자 등록 및 선거 공무원 모집을 제공합니다 

o 유권자 등록 교육 – 개인/단체에 따라, 주 국무 장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유권자 등록 드라이브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o 유권자 교육 프레젠테이션 – 요청/단체의 요청에 따라, 유권자 교육 

프레젠테이션은 유권자의 선택법 변경, 윤리 사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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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에서의 참석과 파트너쉽 구축 및 다양한 

시 상공회의소, 시의회 선거구 등을 위한 지원 이벤트 

• 유권자 선택법-특정 지원: ROV 는 유권자 선택법에 따라 시행된 변화에 대해 

유권자에게 계속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아래에 기재된 활동들은 ROV 가 

주최하고 참여하며 Santa Clara 카운티의 일원 및 기관과 협력하는 지원 노력의 

종류를 나타내 줍니다:  

o 프레젠테이션 

o 토론 또는 Q&A 세션 

o 파트너십 구축(CBO 와 직접 미팅) 

o 워크샵 (언어 및 접근성을 요하는 커뮤니티를 위함) 

o 트레이너 훈련 프로그램 (TTT) (메시지를 맞춤화하고 증폭하도록 지원 파트너를 

훈련하기) 

o 투표 장비/기계 시연 
 

브랜딩/메시지: Santa Clara 카운티는 우편 투표로 투표 용지를 받는 모든 유권자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투표 센터와 투표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홍보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식적 의사 결정을 하였습니다. ROV 는 유권자 선택법(VCA)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유권자, 즉 직접 투표를 선호하는 유권자에게 계속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