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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CA의 자주 묻는 질문 (FAQ)

• 저는 영구한 우편투표 투표자가 되기를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왜 우편으로 투표

용지를 받았나요?

• Santa Clara 카운티는 왜 유권자의 선택법을 채택하기로 선택했나요?

• 투표 센터는 무엇인가요?

• 투표소에서 투표 센터로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리나요?

• 유권자의 선택법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투표 센터에서는 어떤 투표 지원을 이용할 수 있나요?

• 어떻게 저에게 가장 가까운 투표 센터를 찾나요?

• California 주에 있는 사람은 아무든지 Santa Clara 카운티의 투표 센터에서 투표

할 수 있나요?

• 투표 센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열리나요?

• Santa Clara 카운티에는 몇 개의 투표 센터가 필수 요구되나요?

•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이 또다른 투표 센터로 가서 두 번째로 투표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나요?

• 투표용지 제출용 박스(또는 투표용지 드롭 박스)는 무엇인가요?

• Santa Clara 카운티에는 몇 개의 투표용지 제출용 박스가 필수 요구되나요?

• 투표용지 제출용 박스는 안전할까요?

• 카운티는 투표 센터 및 투표용지 제출용 박스 위치를 어떻게 결정하나요?



2 

•  투표 센터 및 투표용지 제출용 박스의 위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고려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투표 센터나 투표용지 제출용 박스의 위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저에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알릴 수 있나요?

• 어떻게 하면 선거 근무원이 될 수 있나요?

• Santa Clara 카운티의 유권자 등록국 사무실은 유권자가 사용할 수 있는 앱을

제공하나요?

투표 센터 및 투표용지 제출용 박스에 관한 FAQ 에 대한 답변 

• 저는 영구한 우편투표 투표자가 되기를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왜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았나요?

California 유권자의 선택법(VCA)의 통과 및 감독위원회의 승인과 함께  Santa Clara

카운티의 모든 등록한  유권자는  --- 2020년  3월 선거부터 개시하여 --- 선거일 29일

전에 시작해서 자동으로  우편투표 투표지를 발송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는

투표 방법, 시기 및 장소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Back to top 위로 돌아가기 

• Santa Clara 카운티는 왜 유권자의 선택법을 채택하기로 선택했나요?

• 산타 클라라 카운티는 현대의 유권자의 삶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거를 현대화하기 위

해서 유권자의 선택법을 채택했습니다. 유권자의 선택법은 유권자님들에게 투표 방법, 시기

및 장소에 대한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투표 과정을  한층 편리하게 해드릴

것입니다. 모든 유권자는 우편투표 투표용지를 받게 되며, 또한 한 곳만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제한되는 대신, 이제 Santa Clara 카운티의 어떤 투표 센터에서나 직접 투표할 수

있게 되고(선거일 10 일 이전부터), 또는 1555 Berger Drive, Building 2, San Jose, CA 95112

(선거일 29 일 이전부터)에 위치한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투표할 수도 있고, 또는 투표가 끝난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용지 제출용 박스에  넣어 주셔도 됩니다.

Back to top 위로 돌아가기 

• 투표 센터는 무엇인가요?

Santa Clara 카운티에서 등록한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는 일반적인 투표소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투표 센터라면 아무 곳에  가서 투표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Back to top 위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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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소에서 투표 센터로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리나요?

o 각 유권자에게 적어도 두 번 이상 우편으로 직접 연락할 것입니다.

o 공공 서비스 공지 사항을 작성하고, 지역 신문, 라디오 방송국 및 텔레비전과

같은 필수 소수 언어를 포함한 언론 매체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위터, Instagram 및 Facebook 과 같은 저희 소셜 미디어 아울렛을 모두

사용하여 소문을 전할 계획입니다.

o 저희는 일년 내내 지역 사회 행사에 참여하면서, 대중을 교육하는 일에 관해지

역 사회, 장애 및 언어 그룹들과 협력합니다.  만일 유권자 등록국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행사에 대해 알고 계시면  Outreach@rov.sccgov.org 로

이메일을 보내셔서 더 많은 정보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Back to top 위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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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자의 선택법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유권자의 선택법은 투표 과정을 더욱 편리하게 해주는 투표 센터를 유권자에게

드립니다. 유권자는 투표 방법과 시기 및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유권자는

모두 우편투표 투표용지를 우편을 통해 받게 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여서

선거일 10 일 전에 개시하여 투표할 날이 더 많게 됩니다. 투표용지는 투표용지 제출용

박스 위치나 투표 센터에 직접 갖다 주시면 됩니다. 대체 투표 용지를 얻을 수 있는 투표

센터도 더 많이 생겼으며, 접근 가능한 투표 기계도 더 많이 있게 되고 또한 언어 지원이

더욱 유용하게 되었습니다.

Back to top 위로 돌아가기 

• 투표 센터에서는 어떤 투표 지원을 이용할 수 있나요?

각 투표 센터는 모든 유권자들이 독립적,  또한 비공개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 세 개(3 개)의 접근 가능한 투표용지 표시 장치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유권자의 고용주나 또는 노조 대표가 아닌 한, 유권자들은 여전히 투표 과정을 도울 도

우미를 최대  2 명까지 동반하고 올 수가 있습니다. 투표 센터는 또한 이중 언어

지원을 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로 408-299-8683 또는 866-430-8683에 전화하여 가까

운 투표 센터에서 어떤 언어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하십시오.

Back to top 위로 돌아가기 

• 저에게 가장 가까운 투표 센터를 어떻게 찾나요?

각 선거  40 일 전에 시작하여 각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웹사이트에 게시하게

되는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서,  투표 센터 및 투표용지 제출용 박스 위치의 목

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Back to top 위로 돌아가기 

• California 주에 있는 아무든지 Santa Clara 카운티의 투표 센터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아니요, 등록했거나 유권자 등록 유자격인 사람만이  Santa Clara 카운티의 투표

센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Back to top 위로 돌아가기 

• 투표 센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열리나요?

투표 센터는 빠르면 선거일  10 일 전부터 일찍 열릴 것입니다. 여기에는 해당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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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있는 두 번의 주말 및 공휴일이 포함됩니다. 

Back to top 위로 돌아가기 

• Santa Clara 카운티에는 몇 개의 투표 센터가 필수 요구되나요?

투표 센터 수는 카운티 내에 등록한 유권자의 숫자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0년의 예상

등록 합계를 기반으로 하면, Santa Clara 카운티는 11일 동안 최대  25개의 투표 센터가

열리게 되고  4일 동안은 최대 100개의 투표 센터가 열리게 됩니다.

Back to top 위로 돌아가기 

• 어떤 방법을 써서 누가 또다른 투표 센터로 가서 두 번째로 투표하지 못하게끔

막나요?

California 주는 VoteCal 로 알려진 주 전체 유권자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했습니다.

모든 카운티는 VoteCal 을 통해 연결되어 있으며, 유권자가 만일 캘리포니아 주 내의

다른 곳 어디에서든지 이미 투표를 했으면 확인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Back to top 위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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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용지 제출용 박스(또는 투표용지 드롭 박스)는 무엇인가요?

투표용지 제출용 박스는 선거날 28일 전부터 투표자가  안전하고, 접근하기 쉽고, 잘

잠겨진 저장함을 사용하여 우편투표 투표지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있는 

함입니다. 이  제출용 박스는 각 위치의 정규 영업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출용 박스를 사용할 때는 우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Back to top 위로 돌아가기 

• Santa Clara 카운티에는 몇 개의 투표용지 제출용 박스가 필수 요구되나요?

투표용지 제출용 박스 수는 선거  88 일 전에 카운티에 등록한 유권자 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2020년  3 월 선거에 대한 예측에 기반하면, Santa Clara 카운티 전역에 약  79

개의 제출용 박스가 있을 것인데 등록한 유권자 15,000 명당 약 1개가 됩니다.  이 통합

숫자에는 1555 Berger Drive, Building 2, San Jose, CA 95112 에 있는 유권자 등록국 사

무실 건물의 앞에 위치한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하나와, 건물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와크-업(walk-up) 하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Back to top 위로 돌아가기 

• 투표용지 제출용 박스는 안전한가요?

투표용지 제출용 박스 내부는 보안이 되었고 잠금되었으며 사람의 전체 시야에 있습니다.

카운티의 유권자 등록국 사무실 바깥에 있는 하나의 24 시간용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이자 와크-업(walk-up) 투표용지 제출용 박스는 땅바닥에 볼트로 죄인 자물쇠청으로

고정된 박스로서, 금속으로 만들어졌고 잠금이 된 함입니다.  투표용지 제출용 박스는 

파손, 이동 및 악천후에 견딜 수 있고 내구성이 있는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투표 

용지는 선거 직원에 의해서 정기적인 일정에 따라 회수됩니다. 

Back to top 위로 돌아가기 

• 카운티는 투표 센터 및 투표용지 제출용 박스 위치를 어떻게 결정하나요?

카운티는 지역 사회와  함께 협력하여 투표 센터 및 투표용지 제출용 박스의 위치에

대한 제안 및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만일 가능한 위치에 대한 제안이 있으시면

ROV-PrecinctOps@rov.sccgov.org로 이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사용 전에 모든 위치는

장애가 있는 유권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유권자 등록국

사무실에 의해 조사됩니다. 일단 위치 조사를 끝내면, 선거법 4005이 필수 요구하는

기간에 위치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증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이 사이트와 직접

mailto:ROV-PrecinctOps@rov.sccgo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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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하여 노력합니다.  

Back to top 위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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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센터 및 투표용지 제출용 박스의 위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고려되는기준

은 무엇인가요?

캘리포니아 선거법 4005 는 투표 센터 및 투표용지 제출용 박스 위치를 선택할 때 고려

해야 할 여러 척도를 지시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o 공공 교통과의 근접성

o 우편투표 사용율이 역사적으로 낮은 커뮤니티

o 인구 센터

o 언어 소수 민족 커뮤니티

o 장애를 가진 유권자

o 가정용 차량 소유율이 낮은 커뮤니티

o 저소득 커뮤니티

o 유권자 등록도 투표도 동일에 할 수 있는 동일등록 프로그램에 액세스를 해야

할 수도 있으며, 유권자 등록을 아직 하지 않은 유자격 유권자가 많은 커뮤니티

o 지리적으로 고립된 인구

또한, 우리는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o 투표 센터와 제출용 박스의 위치에서, 무료이고 쉽게 접근할 수도 있는 주차장을

액세스할 수 있는지의 여부

o 유권자가 자동차 또는 대중 교통을 이용하여 투표 센터 및 제출용 박스

위치로 이동해야 하는 거리와 시간 

o 장애가 있는 유권자가 독립적으로 은밀히 투표를 할 수 있음 

o 센터와  제출용 박스 위치 근처의 차량 (트래픽) 패턴

o 확립된 투표센터의 숫자뿐만 아니라 모바일 (가동성) 투표센터의 필요성.

o 더 짧은 기간 동안 추가 투표 센터를 오픈해야 할 필요성 

o 시설 이용 가능 여부 및 유권자분들에게 봉사하겠다는 약속

o 대중의 의견 및 제안

Back to top 위로 돌아가기 

• 투표 센터나 투표용지 제출용 박스의 위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저에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알릴 수 있나요?

저희는 항상 지역 사회에 사용 가능 잠재적 투표 센터 또는 투표 제출 박스 위치를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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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모든 잠재적 위치는 접근성 요구 사항이 충족하도록 선거 사무소에서  먼저 

조사해 봐야 합니다. 추천하실 위치가 있거나,  또는 투표 센터로서의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저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이메일을  ROV-

PrecinctOps@rov.sccgov.org로 보내시든가 또는 전화를  408-299-7655로 주시면 

됩니다. 

Back to top 위로 돌아가기 

• 어떻게 하면 선거 근무원이 될 수 있나요?

다음 링크를 사용하여 선거 근무원이 되기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선거 근무원이 되세요. 

Back to top 위로 돌아가기 

• Santa Clara 카운티의 유권자 등록국 사무실은 유권자가 사용할 수 있는

앱을 제공하나요?

예, 모바일 장치에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는 SCCVOTE 모바일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의 특징 중에 몇 가지를 들자면:

o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데 빠르고 쉽게 액세스를 하기

o 유권자 등록 상태 확인 

o 이미 선거일  30일 전부터 가장 가까운 투표 센터 및 투표 제출용

박스의 위치 찾기

Back to top 위로 돌아가기 

mailto:ROV-PrecinctOps@rov.sccgov.org
mailto:ROV-PrecinctOps@rov.sccgo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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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 FAQ: 유권자 등록

• 유권자 등록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 유권자 예비 등록을 할 수 있나요?

• 투표하려면 어떻게 등록하나요?

• 등록을 할 때 우편국 사서함이나 비지니스, 또는 메일 드롭 주소(우편 드롭

주소)를 저의 주소로 사용할 수 있나요?

• 저는 노숙자입니다. 어떻게 등록할 수 있나요?

• 등록하려면 어떤 신분증이 필요한가요?

• 등록 상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유권자 등록 상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재등록이 필요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 유권자 등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저는 지난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았는데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 등록 마감일(선거일 15 일 전)을 놓쳤는데 여전히 투표할 수 있나요?

• 조건부 유권자 등록은 무엇인가요?

• 조건부 유권자 등록은 언제 유효되었나요?

• 조건부 유권자로 등록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 저의 조건부 유권자 등록은 다른 모든 등록과 동일하게 취급되나요?

• 조건부로 등록하고 투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조건부 유권자 등록 투표지는 무엇인가요?

• 조건부 유권자 등록 투표지를 저에게 우편으로 보내 주실 수 있나요?

• 본인의 조건부 유권자 등록 투표지가 계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

나요?

• 저는 등록 마감 후 새로운 시민이 되었는데  여전히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 Santa Clara 카운티에서 유권자 등록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유권자가 사망했다는 것을 선거 사무소에 어떻게 통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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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등록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유권자 등록 조회 도구를 사용하여도 제 기록을

찾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요?

• 유권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청원서에 서명할 수 있나요?

•  저는 집에서 정치 관련 우편물과 전화를 받아 왔는데 그들은 어디에서 저의

정보를 얻고 있는가요?

• DMV(차량국)이 유권자 등록에 관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유권자 등록 목록이 배심원 의무를 위해 시민을 선발하는 과정에 사용된다는

것은 사실인가요?

• 저는 왜 배심원 의무 소환을 여러번 받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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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등록에 관한 FAQ 에 대한 답변 

• 유권자 등록에 대한 요구 사항은 무엇인가요?

다음과 같은 경우 투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o 귀하가 미국 시민인 경우 

o 귀하가 California 주의 거주자인 경우 

o 귀하가 최소 18세 이상인 경우 (또는 다음 선거일 이전에 18세가 될

경우 )

o 16세 또는 17세인 경우, 예비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18번째 

생일날이 되면 자동적으로 유권자 등록이 됩니다 .

o 귀하가 법정에 의해 정신적으로 무능하다고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경우 

o 귀하가 현재 중죄의 유죄 판결을 받고 주 또는 연방 교도소에 감금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Back to top 위로 돌아가기 

• 유권자 예비 등록을 할 수 있나요?

예 , 16세 이상이 되고 다른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 예비 등록을

하면 18번째 생일에 자동적으로 투표하도록 등록이 됩니다. 예비 등록을 하려면 아래의

질문 사항, 투표하려면 어떻게 등록하나요?를 참조하십시오. 

Back to top 위로 돌아가기 

• 투표하려면 어떻게 등록하나요?

귀하는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귀하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다음이 있습니다:  

o 다음 링크를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등록하십시오: www.registertovote.ca.gov

o 유권자 등록 양식 작성 (대부분의 관공서, 공공 도서관 및 우체국에서 사용 가능)

o 유권자 등록국의 사무실에 408-299-8683 또는 866-430-8683 으로 전화하여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해 달라고 신청하십시오. 

Back to top 위로 돌아가기 

• 등록을 할 때 저의 우편국 사서함(P.O. box)이나, 비지니스 주소, 또는 메일드

롭 주소를 저의 주소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우편국 사서함(P.O. box)이나, 비즈니스 주소 , 또는 메일 드롭  주소는 우편 

주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투표 구역을 결정하려면 거주지 주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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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to top 위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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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노숙자인데 어떻게 등록하나요?

투표 구역을 결정하려면 거주지 주소가 필요합니다:

• 노숙자는 투표하도록 등록을 할 때 그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라고 명시한 장소를 주소 대신에 쓸 수가 있습니다. 명확한 위치의

(교차 거리 등) 설명을 제공하는 사람이어야만 유권자 등록국이 그

사람의 특정한 선거구에 해당이 되는 투표권을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확증을 통해, 맞는 선거 관련 자료가 해당하는 유권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권자가 선거 자료를 받으려면 우편 주소를 

제공해야 됩니다.

Back to top 위로 돌아가기 

• 등록하려면 어떤 신분증이 필요합니까?

대부분의 경우 California 주의 유권자는 신분증을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처음으로 우편으로 유권자 등록한 후  등록 양식에 California 주 운전면허증

번호나, California 주 신분증 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SSN)의 마지막 네 자리

숫자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투표 센터에 갈 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청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Back to top 위로 돌아가기 

• 등록 상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등록된 경우에는 www.sccvote.org 나 www.registertovote.ca.gov를 방문하여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저희 사무실에 408-299-8683이나  866-430-

8683로 전화하여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Back to top 위로 돌아가기 

• 유권자 등록 상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귀하의  등록 상태 여부를 유권자 등록 검색 툴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저희 사무실에 408-299-8683 또는 866-430-8683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Back to top 위로 돌아가기 

• 재등록이 필요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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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할 때마다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o 이름 

o 정당

Back to top 위로 돌아가기 

• 유권자 등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권자 등록은 현재 거주지와 우편 주소가 있어야 올바른 투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 메일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Back to top 위로 돌아가기 

• 저는 지난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았는데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동일한 주소에 남아있는 한, 투표하도록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 상태를 확인하려면 저희 웹사이트

www.sccvote.org 를 방문하십시오.  또는  저희 사무실에 408-299-8683 또는

866-430-8683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Back to top 위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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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마감일(선거일 15 일 전)을 놓쳤는데 여전히 투표할 수 있습니까?

예, 선거일 14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포함하여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최신 조건부 

유권자 등록 옵션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유권자 등록은 유권자  등록국

사무실 및 모든 투표 센터에서 제공됩니다.

Back to top 위로 돌아가기   

• 조건부 유권자 등록은 무엇인가요?

15 일의 유권자 등록 마감일까지 투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선거일을 포함한 14

일 선거 이전 기간 동안 유권자 등록국 사무실이나 또는 투표 센터를 방문하여 

조건부로 유권자 등록을 하고 임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Back to top 위로 돌아가기 

• 조건부 유권자 등록은 언제 유효되었나요?

조건부 유권자 등록은 2016 년에 법안이 승인된 후 2017년 1월 1일 실시되었습니다.

Back to top 위로 돌아가기 

• 조건부 유권자로 등록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1555 Berger Drive, Building 2, San Jose, CA 95112 에 있는 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 

등록국이나, 또는 아무 투표 센터에나 가서 빠르면 선거 1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포함한 기간 동안 조건부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유권자 

등록을 할 수도 있으나, 투표를 하려면 유권자 등록국의 사무실 또는 투표 센터에 

가야만 합니다.

Back to top 위로 돌아가기 

• 저의 조건부 유권자 등록은 다른 모든 등록과 동일하게 취급되나요?

예,귀하의 조건부 유권자 등록은 다른 모든 임시 투표 용지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처리됩니다. 

Back to top 위로 돌아가기 

• 조건부로 등록하고 투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권자 등록 양식을 완료해야 투표지를 가지고 유권자 등록자의 사무실 또는 카운티 내의

아무 투표 센터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유의하실 점은 조건부 유권자 등록

투표지는 구내에서 가져 와서 나중에 반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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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to top 위로 돌아가기 

• 조건부 유권자 등록 투표지는 무엇인가요?

조건부 유권자 등록 투표는 조건부 유권자 등록 확인시 처리되는 임시 투표입니다.

Back to top 위로 돌아가기 

• 조건부 유권자 등록 투표지를 저에게 우편으로 보내 주실 수 있나요?

• 아니요, 조건부 유권자 등록 투표용지는 카운티 유권자 등록국 사무실이나(선

거 전 14 일부터 선거일까지 합하여 )또는 투표 센터에서 대면으로만 직접 발

행할 수가 있습니다.

Back to top 위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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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조건부 유권자 등록 투표지가 계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예, 선거 후 30 일부터 www.sccvote.org 또는 https://voterstatus.sos.ca.gov/에 방문하셔서 

귀하의 임시 투표용지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  408-299-8683 또는 866-430-88683

으로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Back to top 위로 돌아가기 

• 저는 등록 마감 후 새로운 시민이 되었는데, 여전히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다음 선거 전 15 일 미만 시기에 미국 시민이 될 경우 여전히 등록하고 투표를 할 수있

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일에 투표가 끝나 투표 센터들이 문닫기 전에, 언제라도 유

권자  등록국의 사무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귀화 증명서를 제시하고,

California 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다고 양식에 서명해야만 합니다.

Back to top 위로 돌아가기 

Back to top 위로 돌아가기 

• 유권자가 사망했다는 것을 선거 사무실에 어떻게 알리나요 ?

유권자 등록국 사무실은 Santa Clara 카운티 내의 사망자  수에 관해서  California 주 및 카운

티에서 매월 업데이트를 받습니다. 유권자 등록 취소를 요청하려면 다음 링크를 사용하여 

유권자 이행 요청 양식(VARF)을 작성하여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십시오 :

https://www.sccgov.org/sites/rov/Register/Documents/VARF_318.pdf.  또한 저희 사무실에 전화

하여 유권자 이행 요청 양식을 귀하에게 우송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Back to top 위로 돌아가기 

• Santa Clara 카운티에서 유권자 등록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o 귀하는 다음과 같은 링크를 사용하여 유권자 이행 요청서 양식을 작성 완료하고

서명하여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https://www.sccgov.org/sites/rov/Register/Documents/VARF_318.pdf.  또는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여 양식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원하신다면 Santa Clara 카운티에서 귀하가 더 이상 유권자 등록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 요청서를 귀하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및 서명과 함께

보낼 수가 있습니다.

o 다음의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Santa Clara County Registrar of Voters,

1555 Berger Drive, Building 2, San Jose, CA 95112

o 스캔한 첨부 파일을 voterinfo@rov.sccgov.org 으로 이메일 보내기

o 문서를 408-998-7314 로 팩스로 보내십시오

https://www.sccgov.org/sites/rov/Register/Documents/VARF_3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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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등록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유권자 등록 조회 도구를 사용하여도 제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유권자 등록 조회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거주 주소와 생년월일을 mm/dd/yyyy 형식으로 

입력하십시오. 그래도 기록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408-299-8683 또는 866-430-8683 으로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셔서 확인하십시오..

Back to top 위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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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청원서에 서명할 수 있나요?

청원서에 서명할 수는 있으나,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만 검증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동안 귀하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Back to top 위로 돌아가기 

• 저는 집에서 정치 관련 우편물과 전화를 받아 왔는데 그들은 어디에서 저의정

보를 얻고 있는가요?

이 정보는 유권자 등록 목록을 포함한 다양한 출처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법률은 선

거, 정부, 학술적 또는 정치적 연구의 목적만 위해서 허가를 받은 개인이나 그룹에게는 

유권자 등록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허용합니다.  만일 귀하의 전화 번호를 등록 기록에서

제거하고 싶은 경우, 저희 사무실로 408 299-8683 또는 866-430-8683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Back to top 위로 돌아가기 

• 차량국 (DMV - 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이 유권자 등록에 관여하는 이유

는 무엇인가요?

국가 유권자 등록법 1993 은 차량국에서 허가 명이 비지니스를 수행하는 사람은 유권자

등록 및 유권자 등록 정보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Back to top 위로 돌아가기 

• 유권자 등록 목록이 배심원 의무를 위해 시민을 선발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예, 배심원 의무 소환은 유권자 등록 기록뿐만 아니라  DMV 기록에서도 가져옵니다. 

Back to top 위로 돌아가기 

• 저는 왜 배심원 의무 소환을 여러번 받고 있나요?

유권자 등록 기록과  다른 이름이 운전 면허증에 표시되면  통보를 여러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California 운전 면허증에 나온 그대로

이름을 인쇄하여 새로운 등록 양식을 완성하고 유권자 등록국의  사무실에 반환하거나,

또는 www.registertovote.ca.gov 에서 새로운 유권자 온라인 등록을 완성하면 됩니다.

배심원 위원은 DMV 및 카운티 선거 사무실이 제공한 목록에서 배심원을 선정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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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운전 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유권자 기록과 일치하게 업데이트해 두면 여러번 

소환 받는 일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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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준 FAQ: 우편투표

• 저의 우편투표 투표용지가 언제 도착할 것으로 예상해야 하나요?

• 일시적으로 카운티 또는 주를 떠나 있는데, 투표용지를 다른 주소에서

우편으로 받을 수 있나요?

• 대체 투표용지는 어떻게 받나요?

•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보내려면 우송료가 필요합니까?

• 우편투표 투표지의 현재 상태를 어떻게 찾아볼 수 있습니까?

• 저는 미국 이외 지역에서 일시적으로(군 복무, 취업 또는 유학 프로그램 등의

이유) 생활하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투표할 자격이 있습니까?

• 해외 투표용지는 언제 우편으로 발송됩니까?

• 우편투표로 제 투표를 반환해야 되는 마지막 날은 언제입니까?

• 저의 아들/딸이 학교관련 이유로 인해 떨어져 살고 있는데 그들의 우편투표

투표용지를 제가 대신 가서 가져올 수 있나요?

• 우편투표 투표지의 봉투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투표지를 보낼 수 있나요?

우편투표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 저의 우편투표 투표지가 언제 도착할 것으로 예상해야 합니까?

투표용지는 선거 29 일 전부터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선거일 2주 전까지도 투표용지를 

받지 못했다면, 408-299-8683 또는 866-430-8868으로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Back to top위로 돌아가기 

• 일시적으로 카운티 또는 주를 떠나 있는데, 투표용지를 다른 주소에서

우편으로 받을 수 있나요?

예, 저희 408-299-8683 또는 866-430-8683 에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귀하의 투표 용지를 임시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Back to top위로 돌아가기 

• 대체 투표용지는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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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299-8683 또는 866-430-8683 으로 저희 사무실에 전화 주시면 교체 투표용지를 우

편으로 보내드립니다.  또한 교체 투표지를 Santa Clara 카운티에 위치한 아무 투표 센터

에서든지 또는 1555 Berger Drive, Building 2, San Jose, CA 95112 의 주소에 있는 저희 

사무실에서도 가져오실 수도 있습니다. 

Back to top위로 돌아가기 

•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보내려면 우송료가 필요합니까?

아니요, 우편 요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편으로 발송되는 모든 우편투표 투표용지는 

카운티가 이미 우편 요금을 선불한 반환 봉투와 함께 옵니다.

Back to top위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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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우편투표 투표용지 상태를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우편투표로 하는 투표지의 상태 확인은 각 선거일 29 일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링크를 사용하여 우편투표 투표용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eservices.sccgov.org/rov/?tab=abb

Back to top위로 돌아가기 

• 저는 미국 이외 지역에서 일시적으로(군 복무, 취업 또는 유학 프로그램 등의

이유) 생활하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투표할 자격이 있습니까?

예, 투표 요건을 충족하고 연방 엽서 신청서(FPCA)를 작성하여 당사 사무실로 

반납하는 한, 아래 나열된 옵션 중 하나를 써서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o 유권자 등록국 사무실 

o 모든 군사 기지의 투표 지원 사무소 

o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o 다음의 링크를 사용함:

https://www.fvap.gov/uploads/FVAP/Forms/fpca2013.pdf

o 우편 주소가 변경되었으면 저희 사무실에 통지해야 합니다 

Back to top 위로 돌아가기 

• 해외 투표 용지는 언제 우편으로 발송됩니까?

해외 투표용지는 선거 전 60 일에서 45 일 사이에 우송될 수 있습니다. 해외 

유권자로서, 귀하는 이메일 링크나, 우편 또는 팩스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골라서 

투표용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해외 유권자인 경우에 선거 4 주 

전까지도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경우, 저희 사무실에 연락하면 교체 투표용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연락하시려면 전화 408-299-8683 또는 866-430-

8683, 팩스 408-998-7314,  또는 votebymail@rov.sccgov.org 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Back to top위로 돌아가기 

• 우편 투표로 투표를 반환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언제입니까?

우편으로 보내는 투표지는 우편국 소인이 선거일 또는 선거일 이전에 찍혀야 하며, 선거 

후 3 일 이내에 유권자 등록국 사무실이 수령해야 합니다.  Santa Clara 카운티의 아무 

투표용지 제출용 박스나 또는 투표 센터에나 갖다 주시거나, 또는 1555 Berger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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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2, San Jose, CA 95112에 위치한 저희 사무실에 늦어도 선거 당일 오후 8 시까지 

투표 용지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Back to top위로 돌아가기 

• 저의 아들/딸이 학교관련 이유로 떨어져 살고 있는데 그들의 우편투표 투표지를

제가 픽업할 수 있나요?

투표 용지는 자동으로 그들의 우편 주소로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만일 교체 투표지를 

수령해야 하는 경우, 귀하는 귀하의 아들 또는 딸이 귀하에게 이를 승인하는 서명을 한 

요청서를 써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그들이 부를 수도 있는데 

전화번호는 408-299-8683 또는 866-430-8683 이며, 그러면 저희가 그들의 주소로 

투표용지를 우편 발송할 것입니다.

Back to top위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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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투표 투표용지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투표용지를 보낼 수가 있나요?

새로운 우편투표 봉투는 1555 Berger Drive, Building 2, San Jose, CA 95112 에 위치한 

저희 사무실에서 픽업하실 수 있으며, 또는 무료 전화로 전화 번호 866-430-8683에 

전화하시거나 Santa Clara 카운티 내의 아무 투표 센터에나 가시면 도와드립니다 .

또한 Santa Clara 카운티의 모든 투표용지 제출함 박스에서 교체 투표용지 봉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투표용지  제출함 박스 위치에는 여분의 빈 봉투가 

있습니다. 요청된 정보를 기입하고 표시된 곳에 서명을 하십시오.

아니면 

일반 봉투를 사용하고 외부에 다음을 포함하십시오 : 귀하의 이름, 거주지 주소 및 서명. 다

음과 같은 성명서를 써 주십시오 :  “저는 (만일 거짓이라면) 위증죄 처벌 하에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  저는 제가 투표하는 California 주 Santa Clara 카운티의 선거 구역에 사는 거주

민이며 , 이 봉투에 이름이 나타난 사람이 맞습니다 .  본인은  본 선거를 위해 다른 관할 지역

의 우편투표로 투표지를 신청할 의도가 없으며 신청하지도  않았습니다 .” 투표한 투표지를 

위의 정보와 포함하여 일반 봉투에 넣고 밀봉한 후 ,  투표한 투표지를 넣은 일반 봉투를  또 

별도의  봉투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별도의 보내는 봉투에 적절한 우표를 붙인 다음 이 주

소로 우편으로 보내 주십시오 :  Registrar of Voters’ Office, 1555 Berger Drive, Building 2, San

Jose, CA 95112.

Back to top위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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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준 FAQ: 후보자 서비스

• 저의 선출된 대표는 누구입니까?

• 선출직에 어떻게 출마할 수 있습니까?

• 과거 선거 결과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 어떻게 해야 투표용지에  법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후보자 서비스에 관한 FAQ 에 대한 답변 

• 저의 선출된 대표는 누구입니까?

저희 사무실에 408-299-8683 또는 866-430-8683 으로 전화하거나 다음 링크를 사용하여 

선출된 대표자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sccgov.org/sites/rov/Info/

Documents/Office-Holders-List.pdf

Back to top 돌아가기 

• 선출직에 어떻게 출마할 수 있습니까?

선출직에 출마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https://www.sccgov.org/sites/rov/Info/Pages/CandidateINFO.aspx
Back to top 위로 돌아가기 

• 과거 선거 결과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다음 링크에서 과거 선거 결과를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sccgov.org/sites/rov/Pages/Registrar-of-Voters.aspx

Back to top위로 돌아가기 

• 어떻게 해야 투표용지에  법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다음 링크를 사용하여 법안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sccgov.org/sites/rov/Info/Documents/Candidates_Measures%20Packet.pdf.

Back to top 위로 돌아가기 

• 선출직 공무원을 어떻게 소환합니까?

다음 링크를 사용하여 소환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

https://www.sccgov.org/sites/rov/Info/Pages/Recalls.aspx

Back to위로 돌아가기 

http://www.sccgov.org/sites/rov/Info/Pages/CandidateINFO.aspx
http://www.sccgov.org/sites/rov/Pages/Registrar-of-Voters.aspx
http://www.sccgov.org/sites/rov/Info/Documents/Candidates_Measures%20Packet.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