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 등록국
지역 유권자 권리법
지역 유권자 권리법 이용 방식(툴 키트)
지역 유권자 권리법(VRA)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하는 Santa Clara 카운티 유권자
등록국(ROV) 사무소에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VRA 툴 키트에는 사전 등록 및
유권자 등록 정보, 수감된 적이 있는 유권자 및 고정 거주지 주소가 없는 유권자 정보,
선거 당일 투표 센터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긴급 투표지 송달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툴 키트의 목적은 감독위원회에서 채택할 지역 유권자 권리법(VRA)에 관한 정보 및
지원 활동에 대해 알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Santa Clara 카운티의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옵션에 대해 백만여 명이 넘는
유권자와 커뮤니티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에 참여하시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민주주의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보 문구를 찾아 뉴스레터, 이메일, 기타 배포물에 추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키트에는
동영상 링크, 소셜 미디어 문구 샘플, 유용한 추가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전 등록
Santa Clara 카운티는 California 에서 사전 등록을 가장 많이 하는 상위 10 개 카운티 중
하나입니다. 매우 적극적인 청소년들은 16 세 또는 17 세에 사전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고,
18 세가 되면 자동으로 유권자 등록이 됩니다! 2020 년에는 거의 7,000 명의 청소년이
사전 유권자 등록을 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2020 년 11 월 선거 직전에 18 세가 되어
선거 참여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 정보를 청소년 및 그 부모님들과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록 A 에 샘플 그래픽이
들어 있습니다.
샘플 문구:
16 세 또는 17 세에 누구나 사전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즉, 18 세가 되면 자동으로 유권자 등록이 됩니다. 지금 www.registertovote.ca.gov 에서

온라인으로 사전 유권자 등록을 하거나 (866) 430-VOTE [8683]으로 전화하여
유권자 등록 카드를 요청하세요!
샘플 문구 외에, “이용 방법” 동영상도 저희 YouTube 채널에 있습니다.

수감된 적이 있는 유권자
유권자 등록국은 카운티의 보호 관찰 부서 및 재진입 서비스 사무소와 파트너십을 맺어
재진입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선거권을 교육하고 알리기 위한 서면 자료와 가상 자
료를 제공하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이미 시작되었고 2021 년 여름 내내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유권자 등록국은 Bill Wilson Center 와의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소년원에 있는 청소년 및 William F. James Ranch 의 청소년에 대해서도 유사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부록 B 에 들어 있는 샘플 그래픽을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샘플 문구:

보호 관찰 중이거나 수감된 적이 있는 경우에도 이제 유권자 등록을 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www.sccvote.org/voters_formerly_incarcerated 에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www.registertovote.ca.gov 로 바로 가서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양식 작성 방법, 수감자 투표 안내서, 유권자 등록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지침은 모두 다음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www.sccvote.org/voters_formerly_incarcerated
샘플 문구 외에, Santa Clara 카운티 교도소의 유권자 등록을 안내하는 동영상도 저희
YouTube 채널에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다른 언어로도 제공됩니다.

긴급 투표지 송달 프로그램
긴급 투표지 송달 프로그램은 입원해 있거나 수감되어 있거나 요양원에 있거나 직접
투표지를 받을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유권자는 적어도 선거일 칠일 전까지 투표지를 요청하여 우편으로 받거나 선거일
직전으로 칠일 이내에는 병원, 교정 시설, 요양원 등에서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샘플 문구:

투표지를 직접 받을 수 없으신가요? 긴급 투표지 송달 프로그램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긴급 투표지 송달 신청서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sccgov.org/sites/rov/VBM/Pages/Emergency-Ballot-DeliveryProgram.aspx
부록 B 에 들어 있는 샘플 그래픽을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 프로그램 정보 패키지에 대한 링크입니다.
https://www.sccgov.org/sites/rov/VBM/Pages/Emergency-Ballot-Delivery-Program.aspx

유권자에게 보낼 수 있는 샘플 문구 외에, 일련의 “이용 방법” 동영상도 저희 YouTube
채널에 있습니다.

고정 거주지 주소가 없는 유권자 지원 활동
고정 거주지 주소가 없는 유권자를 위해 유권자 등록국은 일정한 거주지 주소에 살지 않으면서
투표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 정보는 다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www.sccgov.org/sites/rov/Register/SpecialCircumstances/Pages/I-Do-Not-Have-a-FixedAddress.aspx
또한 유권자 등록국은 OSH(Office of Supportive Housing)와 VHHP(Valley Homeless Healthcare
Program) 등 카운티 전역에 있는 파트너 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권자를
위한 자료에도 이 정보를 포함시킬 것입니다.
유권자를 위한 자료:
VHHP(Valley Homeless Healthcare Program)
2101 Alexian Dr. Suite D
San Jose, CA 95116
Valley Health Center at Home First Shelter
2011 Little Orchard St
San Jose, CA 95125
전화: (408) 885-5000 · 문자 전화(TTY): (408) 971-4068

“이용 방법” 동영상
유권자 등록국은 파트너, 선거구민, 직원, 선거 관리 요원과 공유할 여러 가지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이제 스페인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한국어, 일본어,
크메르어, 베트남어, 힌디어, 펀자브어, 타밀어, 네팔어, 구자라트어, 텔루구어 등으로
제공됩니다.
이 동영상은 저희 YouTube 채널(www.youtube.com/sccvote)에서 볼 수 있으며
(408) 282-3008 번으로 요청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동영상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
•

유권자 등록 방법
우편투표 방법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하는 방법
원격지원 우편투표(RAVBM) 투표지를 써서 투표하는 방법
군인 또는 해외 유권자의 투표 방법

소셜 미디어
소셜 미디어 계정에서 저희를 팔로우하세요. 유권자 등록국은 Facebook, Instagram,
Twitter, YouTube, Next Door 등에 계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 대한 몇 가지 모범 실천 사례입니다:
1. 여러분의 게시물에서 유권자 등록국 @sccvote 에 대해 언급하세요.
2. 상호 작용을 늘릴 수 있도록 친구와 파트너를 태그하세요. 자유롭게 저희
@sccvote 를 태그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게시물을 리트윗하거나 공유하거
나여러분의 게시물에 링크하겠습니다.
3. 유권자가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 웹사이트 www.sccvote.org/vra 로
안내해 주세요.

지원 활동 행사 일정
2021 년 7 월
7/1 지원 활동 - Cahill Park
7/8 지원 활동 - Doerr Park
7/12 지원 활동 - Capital Park
7/14 지원 활동 - Capital Park
7/16 Farmer’s Market 10-2*
7/19 지원 활동 - Plata Arroyo Park
7/20 지원 활동 - West Evergreen Park
7/21 지원 활동 - Chris Hotts Park
7/22 지원 활동 - Welch Park
7/27 지원 활동 - Meadowfair Park
7/28 지원 활동 - Hillview Park
7/29 지원 활동 - Solari Park
7/30 Farmer’s Market 10-2*
2021 년 8 월
8/2
지원 활동 - Watson Park
8/3
지원 활동 - Emma Prusch Park
8/5
지원 활동 - Starbird Park
8/6
Farmer’s Market *
8/9
지원 활동 - Solari Park
8/11 지원 활동 - Aborn Park
8/12 지원 활동 - Bellvue Park
8/17 지원 활동 - Vista Reach Park
8/19 지원 활동 - Flickinger Park
8/20 Farmer’s Market *
8/23 지원 활동 - Mayfair Park
8/24 미팅 - 언어 접근성 자문위원회
8/25 지원 활동 - Plata Arroyo Park
8/26 미팅 - 투표지원 자문위원회
8/26 지원 활동 - De Anza Park
모든 공원에서의 지원 활동은 Viva Parks 와 함께 이루어지며 해당 날짜
오후 6 시 — 8 시 30 분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anjoseca.gov/home/showpublisheddocument/74198

*Farmer’s Market 은 12 월 17 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 시 — 오후 2 시에
San Salvador 와 William Street 사이의 SOFA 지구 – South First Street 에서
열립니다. 이 행사는 sjdowntown.com 과 함께 합니다.
지역 유권자 권리법 피드백 포럼 (공개 토론 회의) 일정
피드백 포럼 (공개 토론 회의)는 유권자와 커뮤니티 구성원이 피드백을
제공하고 시민 참여를 촉진하고 Santa Clara 카운티의 유권자 참여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공개 회의입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구성원이 목소리를 낼 때
올바르게 나아갑니다.
피드백 포럼은 아래에 나와 있는 모든 언어로 개최됩니다. 저희 소셜 미디어
그래픽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이 정보를 커뮤니티와 공유해 주세요.
www.sccvote.org/vra 에서 예정된 각 회의에 대한 Zoom 링크를 볼 수
있습니다.
피드백 포럼 날짜
7 월 20 일
7 월 27 일
8월3일
8 월 10 일
8 월 17 일
8 월 24 일
8 월 31 일
9월7일
9 월 21 일
9 월 28 일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일본어
한국어
크메르어
베트남어
펀자브어
힌디어

유권자 등록 간편 안내서
https://www.sccgov.org/sites/rov/Register/Documents/Guide_to_Register_to_Vote.pdf
에서 유권자 등록 간편 안내서 사본을 다운로드하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수감 중 투표
www.sccvote.org/vra 에서 수감 중 투표 정보 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부록 A
사용 가능한 그래픽 및 소셜 미디어 게시물
사전 등록

부록 B
사용 가능한 그래픽 및 소셜 미디어 게시물
수감된 적이 있는 유권자

긴급 투표지 송달 프로그램

지금 저희에게 연락하세요.
County of Santa Clara Registrar of Voters
Public and Legislative Affairs Division
1555 Berger Drive, Building 2
San Jose, CA 95112
미디어 전화: (408) 282-3008
미디어 이메일: rov.media@rov.sccgov.org
웹사이트: www.sccvote.org/vr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