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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여러분,  

 
California 유권자 선택법(Voter’s Choice Act, VCA)에 따른 선거 관리를 위한 Yolo 카운티 선거 관리 
계획(Election Administration Plan, EAP)의 첫 작업 초안을 제안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EAP 초안은 카운티가 VCA로 이행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간에 진행될 토론의 출발점이 
됩니다.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개 검토를 위해 EAP의 최종 초안을 
제출합니다. 공개 검토는 공청회 후에 Yolo 카운티 EAP의 채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채택된 EAP는 Yolo 카운티의 투표 및 선거의 미래를 위한 토대 및 지침이 되는 개요를 제공할 
것입니다. EAP는 VCA, 우편 투표 절차, 투표센터, 투표용지 투입함 위치 및 사용할 기술에 대해 
설명합니다.  
 
"유권자 교육 및 지원 계획"(지원 계획)이라는 제목의 섹션은 이행과 향후 선거를 성공적으로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Yolo 카운티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투표 접근성 자문 
위원회(Voting Accessibility Advisory Committee, VAAC) 및 언어 접근성 자문 위원회(Language 
Accessibility Advisory Committee, LAAC)의 위원들로부터 제안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원 계획은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공 지역사회 지원 회의에서 수집한 의견 및 VAAC와 LAAC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합니다. 공개 검토 기간에 접수된 모든 의견과 EAP에 반영된 의견은 "공개 
의견"이라는 제목의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획에 대한 일부 의견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VCA와 유사한 모델의 시험 운용에서 거둔 엄청난 성공을 감안할 때, VCA 
모델로 완전히 이행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Yolo 카운티가 VCA 모델로 전환함에 따라, 저와 
저희 직원은 투표의 무결성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정확하며 공정한 선거 절차를 유지하는 포괄적인 
절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선택법, 다가오는 선거 또는 선거 관리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는 경우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530) 666-8133 또는 election@yolocounty.org로 연락하십시오 .  
 
감사합니다. 
 
 
 
 
 
Jesse Salinas 
Yolo 카운티 평가원/서기-기록관/유권자 등록관 (Registrar of Voters)  

mailto:elections@yolocount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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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1: 선거 관리 계획 

개요  

EC §4005(a)(10)(I)(i)(VI) 

Yolo 카운티는 California의 초창기 카운티 중 하나로서 주의 지위로 승격된 시기인 1850년에 추정 인구 

1,086명으로 창립되었습니다.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Yolo County Elections, YCE)는 

4년마다 선출되는 Yolo 카운티 평가원/서기-기록관/유권자 등록관의 지휘를 받는 세 자매 기관 중 

하나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과 정확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모든 후보자, 모든 유권자, 모든 캠페인에 동일하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16년에 상원 법안(Senate Bill) 450을 통해 유권자 선택법(Voter’s Choice Act, VCA)이 

제정되었습니다. 2018년에 5개 카운티가 VCA(Madera, Napa, Nevada, Sacramento 및 San Mateo)로 

전환되었습니다. VCA 모델은 모든 유권자가 우편 투표(Vote-By-Mail, VBM) 투표용지를 수령하고 

투표 센터가 기존의 투표소를 대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대통령 

예비선거(Presidential Primary Election)에서 전통적인 투표장소 모델에 따라, Yolo 카운티는 하루 

동안 96 곳의 투표장소를 운영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관련 규칙으로 인해 Yolo 

카운티는 2020년 11월 대통령 총선(Presidential General Election)과 2021년 9월 주지사 소환 

선거(Gubernatorial Recall Election)를 위해 기존의 투표소를 유권자 지원 센터(Voter Assistance 

Center, VAC)로 대체했습니다. 각 VAC는 4일 동안 운영되었습니다.  

VCA에 따라, Yolo 카운티에는 최소 13개의 투표 센터(Vote Center, VC)가 있으며 이 중 주말, 공휴일 

및 선거일을 포함하여 11일간 운영하는 곳이 3 군데, 4일간 운영하는 곳이 10 군데 있습니다. VCA 

모델에 따라 선거일을 포함하여 30일 동안 운영되는 14개의 안전한 투표함(Ballot Drop Box, BDB)이 

추가됩니다. Yolo 카운티 유권자는 주문형 투표용지 및 유권자 등록을 포함하여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13 군데의 VC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편 투표용지를 투입할 수 있는 장소는 최소 28곳(VC 13 군데, BDB 14개,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입니다.  유권자는 또한 우편요금 지급을 필한 VBM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선거 진행 방식은 팬데믹 기간 동안 치른 선거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유권자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선거 모델은 유권자 참여, 편의성 및 장애인 투표자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는 2021년 8월 현재 투표 접근성 자문 위원회(Voting 

Accessibility Advisory Committee, VAAC)와 언어 접근성 자문 위원회(Language Accessibility Advisory 

Committee, LAAC)를 설립했습니다.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는 선거 관리 계획(Election Administration Plan, EAP) 초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EAP는 VCA에 관한 정보를 Yolo 카운티 유권자에게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우편 

투표(VBM) 절차, 투표 센터와 투표함 위치 및 사용할 기술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유권자 지원 

계획에 대한 개요를 보여줍니다.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는 지역사회 지원 모임도 

개최합니다. 

YCE는 본 EAP에 약어 및 용어 해설을 포함시켰으며 해당 내용은 부록 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용어 해설은 선거 관리 계획 독자들을 위해 선거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문서에서 사용한 일부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부 용어와 관련된 미묘한 요건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내용을 이해하려면 선거 관리 계획에서 세부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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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요약: Yolo 카운티는 유권자 선택법으로 이행함에 따라 지역사회 주민으로 구성된 두 개의 

위원회(언어 접근성 자문 위원회 및 투표 접근성 자문 위원회) 및 기타 지역사회 대표자와 협력할 

것입니다. 유권자 교육 및 지원 활동은 인쇄물, 소셜 미디어, 라디오 및 텔레비전을 포함한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합니다. 각 유권자는 모든 유권자가 우편 투표용 투표용지를 수령할 것이라는 점과 

선택 가능한 투표 및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는 두 통의 우편물을 받게 됩니다.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1965년 연방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에 따라 번역됩니다.  

우편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  

VCA에 따라 모든 등록 유권자는 선거 29일 전부터 우편요금 지급필 반송 식별 봉투와 함께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습니다. 또한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는 패킷에는 유권자 안내서, 

투표 센터, 투표용지 투표함 위치 및 운영 시간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년 현재, Yolo 카운티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공식 투표용지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1년부터 Yolo 카운티는 California 선거법(Elections Code, EC) 14201절에 따라 4개 언어(스페인어, 

중국어, 한국어 및 펀자브어)로 번역된 "복사본" 투표용지로 알려진 참조 투표용지를 제공해야 

하며 또한 카운티 내 많은 러시아인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어로도 복사본 투표용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요청 시 모든 유권자에게 복사본 투표용지를 보낼 수 있으나 이 투표용지는 참고용일 뿐 

공식 투표용지는 아닙니다. 복사본 투표용지, 관련 안내 및 이중 언어 지원은 투표소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 요건은 5년마다 공표됩니다. 주 요건은 주지사가 선출된 해의 1월 1일까지 공표됩니다.  

Yolo 카운티의 모든 언어 요건의 현행 목록은 부록에 있습니다. 

모든 California 유권자는 국무장관의 "Where’s My Ballot?" ("내 투표용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웹사이트(https://california.ballottrax.net/voter/)에서 투표용지 추적 알림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자동 이메일, SMS(문자) 또는 음성 통화를 통해 우편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의 현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Yolo 카운티는 미국 우체국(Postal Service)의 지능형 우편 

바코드(Intelligent Mail barcodes, IMb)를 주문 제작하여 유권자가 미국 우체국 우편 시스템의 

체크포인트를 통해 투표용지가 되는 이동하는 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유권자는 (530) 666-8133, (916) 375-6490 또는 (800) 649-9943으로 전화하거나 (530) 666-8123으로 

요청을 팩스로 보내거나 election@yolocounty.org 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투표 센터 또는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 방문하여 대체 투표용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우편 투표용지 반송 확인 봉투는 개표 전에 적격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유권자는 반송 식별 

봉투에 서명해야 합니다. 반송 봉투의 서명은 해당 유권자의 등록 기록에 보관되어 있는 서명과 

비교됩니다. 서명이 일치하면 투표용지는 수리됩니다. 서명에 문제가 있는 경우 투표용지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유권자는 EC §3019에 따라 서명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있습니다. 투표용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유권자 등록 신청서에 해당 정보가 

포함된 경우 유권자는 전화 및/또는 이메일로도 연락을 받게 됩니다.  

https://california.ballottrax.net/voter/
mailto:election@yolocount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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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된 VBM 투표용지 반송  

유권자는 서명된 반송 식별 봉투를 카운티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안전한 공식 

투표용지함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두(2) 명의 Yolo 카운티 투표용지 회수 팀원이 지정된 일정에 

따라 BDB에서 투표용지를 수거합니다. 

유권자는 투표 센터, 미국 우체국(U.S. Post Office, USPS) 또는 USPS 우편함에서 기표한 VBM 

투표용지를 서명된 반송 식별 봉투에 넣어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주거용 우편 서비스를 받는 

유권자는 담당 배달원에게 투표용지를 가져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USPS를 통해 투표용지를 

우편요금 지급필 반송 식별 봉투에 넣어 반송하는 경우에는 우송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0년 11월 3일 총선과 2021년 9월 14일 California 주지사 소환 선거에 사용된 위치의 목록과 지도 

및 차기 선거에 제안된 투표용지 투입함 위치의 목록과 지도는 부록을 참조하십시오. (위치 제공자 

유무 여부에 따라 투표용지 투입함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입하는 위치별 정확한 운영 시간은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웹 

페이지(https://www.yoloelections.org)에 게시됩니다. 

원격 접근 가능한 우편 투표  

EC §§4005(a)(8)(C), 4005(a)(10)(B)(xii), 4005(a)(10)(E)(iii), 4005(a)(10)( I)(i)(II) 및 4005(a)(10)(I)(i)(II)(IV) 

및 4005(a)(10)(I)(ii) 

2021년 상원 법안 37에 따라, 모든 등록 유권자는 이제 원격 접근 우편 투표(Remote Accessible Vote-

by-Mail, RAVBM)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6년에 상원 법안 2252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본 

시스템은 재택 투표를 선호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장애 유권자가 최대한 비공개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본인의 투표 용지를 읽고 기표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RAVBM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링크는 선거 29일 전부터 시작하여 Yolo County 웹사이트에 있으며 요청 시 직접 

연결하는 링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전화, 이메일 또는 팩스로 YCE에 연락하여 

RAVBM 시스템으로의 접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이메일을 통해 RAVBM 시스템으로 

직접 연결하는 링크를 받게 됩니다.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 라이브(Democracy Live)의 보안 선택 시스템(Secure Select 

System) 버전 1.2.2를 통해 RAVBM 도구를 호스팅하고 접근 가능한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 

(Accessible County Voter Information Guide, ACVIG)를 표시합니다.  전체 보안 선택 시스템은 

접근성을 위해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WCAG) 2.0 및 섹션 

508을 준수합니다.  

RAVBM을 사용하려면 유권자는 가정용 컴퓨터 등의 인터넷 연결 장치를 포함하여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고 비공개적이고 독립적으로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권자는 가정용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과 같은 유권자 본인의 장치로 RAVBM 투표용지를 다운받아 확인하고 기표하게 되며 

유권자 본인의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카운티가 발급한 투표용지 반송 확인 

봉투에는 2개의 구멍이 있으며 이를 통해 시각 장애 유권자는 적절한 위치에 서명(또는 달리 봉투에 

서명란 위치를 촉감으로 확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하기 위한 또는 서명 안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간단하기는 하나 카운티는 유권자가 실제 선거 투표 전에 RAVBM을 써 볼 수 있도록 본 

시스템에 대한 시연용 웹사이트 제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권자는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기본적인 개인 식별 정보(Personally Identifying Information, PII)를 제공합니다. 그런 다음 반송 안내 

및 유권자 정보를 다운로드합니다.  다음으로 유권자는 우편 투표용지에 비공개 및 독립적으로 

https://www.yoloelection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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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집계를 위해 YCE 사무소에 반송합니다. 

투표 센터 및 투표용지 투입함 위치 

EC §4005(a)(10)(B) 

유권자 선택법(VCA)은 "투표 센터"와 "투표용지 투입함"의 배치 및 위치에 대한 자세한 기준과 산정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투표 센터 및/또는 투표용지 투입함 위치는 위치 제공자 유무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치는 아래에 설명된 특정 고려 사항 및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 대중교통 근접성 

• 우편 투표 사용률이 역사적으로 낮은 지역사회와의 근접성 

• 인구 중심지와의 근접성 

• 소수 언어 지역사회와의 근접성 

• 장애인 투표자와의 근접성 

• 자가용 차량 소유 비율이 낮은 지역사회와의 근접성 

• 저소득층 지역사회와의 근접성 

•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당일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할 수 있는 적격 유권자 

지역사회와의 근접성. 

• 북미 원주민(Native American) 보호 구역을 포함하여 지리적으로 고립된 인구와의 근접성. 

• 접근이 용이한 무료 주차장 이용 

• 유권자가 자동차 또는 대중 교통으로 이동해야 하는 거리 및 시간 

• 우편 투표를 할 수 없는 장애인 투표자를 위한 대체 방안 필요성. 

• 교통 패턴 

• 이러한 고려 사항에 따라 설치된 투표 센터의 수 외에 이동형 투표 센터에 대한 필요성. 

• 공사립 대학 또는 전문대 캠퍼스의 투표 센터 위치. 

투표 센터(VC) 

EC §4005(a)(10)(I)(ii) 

Yolo 카운티 내 투표 센터(VC)는 직접 투표 장소에서 제공되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반영합니다. 

투표 센터는 기존 투표소에서 제공되는 것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Yolo 카운티 유권자는 카운티의 모든 VC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유권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받을 수 있는 유연성과 편의성을 증진합니다. VC에서 유권자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대체 우편 투표(VBM) 투표용지 수령, 

• VBM 투표용지 반송 식별 봉투 수령, 

• 기표한 VBM 투표용지 투입,  

• 언어 지원받기, 

•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장애인용 장치를 사용하여 비공개 및 

독립적으로 투표용지에 기표, 

• 유권자 등록, 

• 유권자 등록 사항 업데이트, 

• 잠정적 또는 조건부 유권자 등록 투표용지에 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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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마감일(선거일 15일 전) 전에 등록하지 않은 유권자는 VC에서 조건부 유권자 등록(Conditional 

Voter Registration, CVR)을 완료하고 선거일까지, 당일 임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투표 센터 직원은 주 전체 유권자 등록 데이터베이스인 VoteCal 및 카운티의 선거 관리 

시스템(Election Management System, EMS)에 실시간으로 접속합니다. 이 암호화된 연결로 전자 

선거인 명부(Electronic Poll Book, ePollbook)를 통해 각 유권자의 현황을 조회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YCE는 보안 통신 연결을 제공하고 모니터링합니다.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해, YCE는 선거 수행에 있어 VCA와 유사한 모델을 실행했습니다. 2020년 

11월 3일 총선에서는 12 VC의 Tenex ePollbook이 종이 유권자 명부를 대체했습니다. VCA 유사 

모델은 유권자와 직원이 유권자 접수를 위해 ePollbook을 쉽게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ePollbook이 제공하는 대시보드를 통해 유권자는 모든 VC에서의 대기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1년 9월 14일 California 주지사 소환 선거에서 13 군데의 VC로 성공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각 VC에는 최소 3개의 Hart Verity Touch Writer 투표용지 기표기 뿐만 아니라 다수의 기표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 유권자에게 적절한 투표용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치 별로 최소 2대의 

주문형 투표용지(Ballot on Demand, BOD) 프린터가 있습니다. 감독관(Roving Inspectors, Rovers)은 

프린터에 문제가 있거나 대량의 투표용지를 인쇄해야 할 경우를 위해 백업 BOD 프린터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이를 갖추고 있습니다. 

 VC 선정 방식 및 위치에 대한 고려 사항 

EC §4005(a)(4)(A); EC §4005(a)(10)(I)(vi)(I); 및 EC §4005(a)(10)(I)(vi)(III) 

유권자 선택법(VCA)은 선거일 88일 전에 확정된 등록 유권자 수를 기준으로 투표 센터수를 결정하기 

위한 산정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VCA 카운티는 등록 유권자 50,000명당 11일간 운영하는 투표 

센터 1 곳과 등록 유권자 10,000명당 4일간 운영하는 투표 센터 1곳을 제공해야 합니다.  

120,000명 이상의 등록 유권자에 대해 VCA에 요약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최소 요구 사항은 

Yolo 카운티에서 11일(선거일 10일 전 및 선거일) 동안 3 군데의 투표 센터를 운영하고 4일(선거일 

3일 전 및 선거일) 동안 운영할 13 군데의 투표 센터입니다.  

표 1 투표 센터 산정 방식 

선거일 전 일수 VC 당 등록 유권자 수 
일일 총  

운영 시간 
추정 최소 VC 수† 

10 일 유권자 50,000 명  8 시간 VC 3 곳 

3 일 유권자 10,000 명  8 시간 VC 13 곳 

선거일 유권자 10,000 명  13 시간 VC 13 곳 

† 등록 유권자 120,000 명 이상 기준 

YCE는 투표 센터에 가장 적합한 위치를 선택하기 위해 과거 선거 데이터, 유권자의 습관,  

인구 조사 기록 및 해당 지역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사용하게 됩니다. 선거법 EC §4005(a)(10)(B)에 

따라 고려되는 추가 기준에 따라 이상적이지 않은 장소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각 위치 

선택에 가능한 한 많은 고려 사항을 포함하도록 성실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유권자에게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자원과 위치를 마련하게 됩니다. 제안된 VC 위치는 부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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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하십시오. 

 VC 접근성  

EC §§4005(a)(10)(I)(ii), 4005(a)(10)(l)(vi)(X) 및 4005(a)(10)(l)(vii) 

California 재활국(Department of Rehabilitation)과 함께 고안된 California 국무장관 투표소 접근성 

지침(Secretary of State Polling Place Accessibility Guideline)에 따라 모든 잠재적 투표 센터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엄격한 요건은 장애인 투표자가 투표장소에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중요한 사항으로 유의해야 할 점은 VCA 지침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에게 새로운 투표장소 접근성 요건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지침은 해당 지침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법률 및 규칙을 모아 놓은 것에 해당합니다. 투표소 접근성 지침은 주 국무부 웹사이트 

https://www.sos.ca.gov/elections/publications-and-resources/polling-place-accessibility-guideline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투표 센터는 건물, 투표 센터로 사용되는 사무실, 투표실로 이동하는 경로에 대한 

접근성(영구적 또는 임시 완화 해결 방안)에 대한 1990년 미국 장애인법(ADA) 기준을 충족합니다. 

카운티 전역의 투표 센터 위치는 규모가 다양합니다. 유권자 개인 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VC 

별로 Hart Verity Touch Writer 장애인용 투표용지 기표기 3 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Verity Touch Writer 투표용지 기표기의 유권자 인터페이스는 터치스크린과 유권자가 화면을 

터치하지 않고도 투표용지를 옮길 수 있는 오디오 촉각 인터페이스(Audio-Tactile Interface, ATI)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휴대용 컨트롤러를 통해 유권자에게 추가로 제공되는 입력 선택 방안에는 

스크롤 휠 및 선택 버튼, 헤드폰, 촉각을 이용한 버튼용 아날로그 방식의 연결 또는 유권자의 호흡 

조절 입력 장치 등이 있습니다. 

 VC 운영일 및 운영시간  

EC §§4005(a)(10)(l)(vi)(III) 및 4005(a)(10)(l)(vi)(VI) 

VCA 모델은 모든 유권자에게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11일 동안 최소 93시간 동안 모든 VC에서 

투표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투표장소 모델에서는 13시간(1일 이상)에 

비하여 투표 기회가 확대됩니다.  

유권자 등록 서비스는 투표장소 모델에 따라 한 곳(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이 아닌 모든 

투표 센터에서 제공됩니다. 처음 세 곳은 선거일 10일 전에 운영합니다. 선거일 3일 전에  

10 곳의 장소를 추가로 운영합니다. 총 13 군데의 VC가 있습니다. 

표 2 VC 운영일 및 시간 

예상 최소 VC 수 선거일 전 일수 일일 총 시간 운영시간 

VC 3 곳 10 일 8 시간 오전 10 시 ~ 오후 6 시 

VC 13 곳 3 일 8 시간 오전 10 시 ~ 오후 6 시 

VC 13 곳 선거일 13 시간 오전 7 시~오후 8 시 

 

https://www.sos.ca.gov/elections/publications-and-resources/polling-place-accessibility-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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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선거에 제안된 투표 센터의 위치 목록과 지도는 부록을 참조하십시오. (투표 센터 위치는 위치 

제공자 유무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VC 배치  

EC §4005(a)(10)(l)(vi)(XI) 

각 VC에는 유권자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투표소 직원이 위치를 설정하기 위해 

미리 정의된 특정 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평면도는 접근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되고 각 

위치의 다양한 모양과 규모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조정됩니다. 

차기 선거에 사용할 예정인 2020년 11월  3일 총선과 2021년 9월 14일 California 주지사 소환 

선거에서 사용된 투표 센터의 투표실 배치는 부록을 참조하십시오. (투표 센터 위치는 위치 제공자 

유무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VC 직원  

EC §§4005(a)(10)(l)(vi)(IX) 및 4005(a)(10)(I)(vi)(IX) 

VC 직원 모집 및 교육에 대한 예상 수요는 11일 및 4일 투표 센터의 수, 접수 창구의 수, VC의 예상 

수용력, 대면 교육을 위해 다양한 교대조를 지원하는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 잠정적으로 2명의 VC 

관리자를 포함하여 최소 8명의 직원이 투표 센터에서 근무할 것입니다. 

감독관(Rover)은 VC 운영을 지원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Yolo 카운티 VC 위치의 각 3 군데 지리적 

영역에 배치됩니다. 급료가 지불되는 대기 투표소 인력이 필요에 따라 배치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직원"이라는 용어는 "VC 직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11일 동안 운영하는 VC 장소는 첫 7일동안 모든 VC 직원과 Rover에 대한 직접 실습을 위한 대면 

교육에 사용됩니다. VC가 바빠지기 전에 직접 실습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하루 종일 근무조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후 VC 직원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최대 4일 동안 배치됩니다. 

급료가 지불되는 대기 투표소 직원은 7일 간의 직접 실습 교육 동안 실시간 경험을 쌓고 VC에 

배치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표 3 VC 인력 수요 

유권자 지원 센터 유형 위치 번호 인력 필요 선발 직원 수 

11일간 운영하는 VC 3 8 하루 교대 인원 24명 

4일간 운영하는 VC 10 8 하루 교대 인원 80명 

총 예상 수요   104명의 투표소 직원 

    

7일 실습 교육 3 8 168명의 투표소 직원 실습 교대 

4일간 배치된 VC 13 8  104명의 배치된 투표소 직원 

대기 투표소 직원   
교육 및 테스트를 근거로 향후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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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사무원은 유권자를 돕기 위해 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는 

중국어, 한국어, 펀자브어, 스페인어(선거법 §14201) 및 러시아어로 언어 지원을 제공할 선거 

사무원을 모집하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모든 투표 지원 센터에는 중국어, 한국어, 

펀자브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번역된 적절한 안내 표시와 견본 투표용지가 제공됩니다. 모든 

투표 자료와 투표용지는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 203절에 따라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투표 센터에서 전화 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전화 통역 서비스를 통해 지원 직원과 

투표소 직원을 포함한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32개 이상의 다른 모국어 언어로 유권자와 

의사 소통하기 위해 타사의 통역사와 협업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VC에서 감독하는 투표소 직원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카운티에서 발급한 휴대 

전화를 사용합니다. 

투표소 직원은 Hart Verity Touch Writer에서 텍스트 크기 및 비율을 변경하고 보조 촉각 인터페이스 

(ATI)에서 볼륨 및 읽기 속도 조정을 포함하여 ATI를 사용하는 옵션을 통해 유권자를 지원하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ATI 장치는 입으로 빨고 부는 호흡조절 입력 시스템, 패들 및 헤드 포인터와 

같은 장애인 투표자를 위한 여러 보조 장치와 호환됩니다. Touch Writer는 또한 영어로 읽거나 

듣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백업 계획은 통신망, 추가 인력 및 사전 구성된 추가 장비에 중점을 둡니다. 보안 스토리지, 변조 

방지 봉인, 엄격한 관리 추적 및 강력한 사이버 보안 태세를 포함한 프로토콜 설정을 통해 보안이 

보장됩니다. 

 VC에서의 투표 관련 기술  

EC §§4005(a)(2)(B), 4005(a)(4)(D), 4005(a)(10)(l)(vi)(X), 4005(a)(6)( D), 4005(a)(10)(l)(vi)(X) 

Yolo 카운티 선거는 모든 VC 및 YCE 사무실에서 Hart InterCivic Verity Print 버전 3.1.1과 Verity Touch 

Writer 3.1.1을 사용합니다. Verity Print는 투표 시스템의 투표용지 인쇄 장치로서 요청이 있는 경우 

투표소 직원이 유권자의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Verity Touch Writer는 유권자가 

디지털 투표용지에 기표한 다음 기표한 종이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유권자는 

Touch Writer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접근성 기능으로 인해 시각 장애나 "펜-투-페이퍼"(pen-to-

paper)"를 사용하여 투표용지에 기표하기 어려운 장애와 같이 일부 신체 부자유한 사람들에게 

이상적입니다. 각 투표장소에는 최소 3대의 Verity Touch Writer와 2개의 Verity Print 시스템이 있습니다.  

Yolo 카운티 선거는 Tenex Software Solutions의 선거구 중앙 전자 선거인 명부(Precinct Central 

ePollbook) 버전 4.3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 시스템은 2020년에 종이 유권자 명부를 대체했습니다. 

VCA 유사 모델은 전자 선거인 명부가 유권자와 직원이 유권자 접수 시 쉽게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유권자가 모든 투표 센터에서 대기 시간을 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공합니다. 

투표 센터 직원은 VoteCal, 주 전체 유권자 등록 데이터베이스 및 카운티의 선거 관리 시스템(EMS)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실시간 연결을 통해 VC 직원은 전자 선거인 명부(ePollbook)를 통해 각 

유권자의 현황을 조회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YCE는 Cradlepoint를 사용하여 보안 통신 링크를 

소유하고 유지 관리합니다. Cradlepoint는 무선 WAN 에지 네트워킹을 위한 라우터, 게이트웨이 및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암호화되고 안전한 인프라 시스템입니다. 

이동식 투표 센터(MVC)  

Yolo 카운티 선거는 이동식 투표 센터(Mobile Vote Center, MVC)를 구현하기 위한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해당 혜택으로는 군구 지역 내 유권자와의 연락, 지리적으로 큰 면적의 카운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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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와의 연락 및 기존 투표 센터 방문을 위한 교통편 자원에 제한이 있는 유권자를 위한 서비스 

지원과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본 이동식 VC의 운영 시간은 YCE 웹사이트와 유권자에게 전송되는 

투표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모든 이동식 VC는 기존 투표 센터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공식 투표용지 투입함(BDB) 

EC §§4005(a)(10)(I)(vi)(II), 4005(a)(3) 및 4005(a)(10)(l)(vi)(VI) 

유권자 선택법(VCA)에 따라 카운티는 선거일 88일 전에 결정된 등록 유권자 15,000명당 최소 하나의 

"투표용지 투입함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 Yolo 카운티에서는 이러한 장소를 투표함(BDB)라고 

합니다. 각 도시와 비편입 지역에 필요한 예상 BDB 수를 결정하기 위해 유권자 등록 데이터가 

분석되었습니다. Yolo 카운티의 약 130,000명의 등록 유권자에 대해 최소 9개가 필요하지만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는 Yolo 카운티 전체에 14개의 투표용지 투입함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 14개의 공식 BDB 중 5개는 외부에 있으며 하루 24시간 운영합니다. 

표 4 투표용지 투입함 산정 방식 

선거일 전 일수 BDB 당 등록 유권자 수 
BDB 의 예상 최소 

수† 

29 일 유권자 15,000 명 BDB 9 곳 

 † 등록 유권자 120,000명 이상 기준 

VCA 최소 요건 외에도 California 국무 장관(Secretary of State, SOS)은 접근성 및 언어 요건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투입함은 투표용지 투입함의 그래픽에 포함된 번역된 법률 

언어를 제공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잠재적 장소의 실행 가능성은 세부 평가에 의해 결정된 최소 

접근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BDB 장소 모집 절차  

장소 소유자가 절차를 설명하고 투표용지 투입함 위치로서의 역할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정보 패킷이 

개발되었습니다. 패킷에는 면책 조항, 책임 서신 및 사양, 기대치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전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패킷은 모든 당사자가 BDB 운영과 관련된 의무와 절차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잠재적인 장소에 접근하고, BDB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모든 잠재적 장소는 적합성과 접근성을 결정하기 위해 장소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장소에 대한 모든 

검토를 마치면 배치 후보 장소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승인과 계약을 위해 

장소 세입자, 자산 관리 회사 및/또는 자산 소유자와 협력해야 합니다. 투표함 위치는 대중의 

피드백과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선택됩니다. 

 BDB 운영일 및 시간  

EC §4005(a)(10)(l)(vi)(IV) 및 EC §4005(a)(10)(l)(vi)(VII) 

모든 공식 투표함(BDB)은 선거일 전 29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표함은 안전하고 접근 

가능하며 식별하기 쉽습니다. 실내에 배치된 BDB는 각 장소의 정규 업무 시간 동안 운영합니다. 각 

내부 BDB 장소의 실제 운영 시간은 부록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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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BDB 공식 운영일 및 시간 

예상 BDB 수 선거일 전 일수 일일 총 시간 운영시간 

외부 BDB 6 곳 29 일 24 시간 오전 12 시 ~ 오전 12 시 

내부 BDB 10 곳 29 일 업무 시간 부록 참조 

BDB 총 16 곳 선거일 업무 시간 

운영 시간 오후  

8 시까지로 기재 

부록 참조 

 

일부 BDB는 옥외에서 보안을 유지하며 하루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손상 및 무단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무인 옥외 BDB는 파손, 철거 및 악천후를 견딜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재료로 

제작되었습니다. 투표용지 투입구는 투표용지를 조작하거나 무단으로 제거하는 것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크기여야 합니다.  

차기 선거에 제안된 투표용지 투입함의 위치 목록과 지도는 부록을 참조하십시오. (투표용지 

투입함 위치는 위치 제공자 유무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BDB 회수팀  

두(2) 명의 Yolo 카운티 투표함 회수팀 구성원이 지정된 일정에 따라 공식 BDB에서 투표용지를 

수거합니다. 선거 당일 오후 8시에 선거가 끝날 때 BDB를 확보하기 위해 BDB 회수팀이 모든 BDB 

장소에 배치됩니다. 우편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용지를 투입하기 위해 오후 8시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든 유권자는 BDB 회수팀이 수거할 수 있도록 공식 BDB에 투표용지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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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지원 

EC §§4005(a)(10)(l)(vi)(IX), 4005(a)(10)(l)(vii) 및 4005(a)(10)(l)(i)(I) 

사전 투표와 선거일 동안 투표 센터에서 언어 지원이 필요한 유권자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YCE는 유권자 등록 양식에 있는 언어 확인란을 통해 이전에 언어 지원을 요청한 유권자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저희 사무소에서는 소수 언어 

유권자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언어 지원 자문 위원회에서는 특정 언어 지역사회 단체 

지원과 관련된 제안을 제공해 왔습니다. 

 우편 투표 유권자를 위한 언어 지원 

선거 29일 전부터 시작하여 https://www.yoloelections.org/voting/facsimile-ballots에서 투표용지 

견본을 다운로드하거나 저희 사무소에 (530) 666-8133으로 전화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견본 투표용지는 다음 언어로 제공됩니다. 

Table 6 Available Facsimile Ballot Languages 

중국어 中文 

한국어 한국어 

펀자브어 ਪੰਜਾਬੀ 

러시아어 русский 

스페인어 Español 

 

 직접 투표하는 유권자를 위한 언어 지원 

모든 투표 센터에는 중국어, 한국어, 펀자브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에 대한 모든 투표용지 
유형에서 참조할 수 있는 견본 투표용지가 있습니다. 이 용지는 투표 센터 내 접수 창구 별로 
제공되며 특정 언어로 표시된 표가 붙어 있게 됩니다. 

또한 중국어, 한국어, 펀자브어, 러시아어 및/또는 스페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투표 센터 투표소 
직원이 투표소에 상주할 수 있습니다. 구사하는 언어로 작성된 이름표로 이 직원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YCE는 이용 가능한 모든 자원과 기존의 LACC를 통해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투표소 
직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권자는 투표에 도움을 받기 위해 기표소로 최대 2명까지 데려올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도우미가 유권자의 고용주나 노동조합의 대표여서는 안 됩니다. 

https://www.yoloelections.org/voting/facsimile-ball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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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서비스 

EC §4005(a)(10)(I)(vii) 

전화 통역 서비스를 통해 지원 직원과 자원 봉사자를 포함한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32개 
이상의 다른 언어의 모국어로 유권자와 의사 소통하기 위해 타사의 통역사와 협업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직원은 타사의 통역 서비스 사용을 문서화하기 위해 "전화 집계표"에 호출 횟수를 
집계합니다. 전화 집계표는 투표소 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VC 공급함에 포함됩니다. 
Rover는 VC 직원의 집계표 사용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전화 집계표는 투표일이 끝날 때 다른 
관련 선거 자료와 함께 YCE 사무실로 반환됩니다. 

청각 장애인 유권자는 YCE 웹사이트 및  선거일 최소 29일 전에 유권자에게 발송되는 자료에 

게시될 무료 상담 전화 번호로 YCE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California 중계 

서비스(RTT/TTY)를 사용하여 수신자 부담 번호  711로 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보안 및 비상 계획  

EC §§4005(a)(10)(I)(iv), 4005(a)(10)(I)(vi)(VIII)(ia) 및 4005(a)(10)(I)(vi )(VIII)(ib) 

선거  관리 환경에서 사람과 기계 양 구성 요소가 모두 해결되는 경우 시설, 선거 자료, 등록 시스템 

및 투표 장비는 안전합니다  .  

• 물리적  접근 – 기록, 모니터링, 최소 권한/특권 원칙에 한정  

• 전자적 접근 – 최소 권한/특권 원칙으로 제한되는 계정 및 로그인의 밀접 관리  

 

• 직무 분리, 2인조 무결성, 교차 교육 및  품질 관리  

• 세분화된 시스템, 감사 기록, 해시 테스트 및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빌드 재설치  
 

• 물리적  자산 재고 통제 및 관리  

• 네트워크 경계, 한계의 인벤토리 및  네트워크  포트 및 서비스 제어  

 

• 대대적 스피어 피싱과 같은 잠재적 위협 및 테스트에 대한 직원 교육   

• 장치, 방화벽, 라우터, 스위치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 적시에 패치 설치  
 

• 일상적인 절차, 선거 절차 및  사고 대응  절차에 대한 명시적 문서화  

• 백업, 백업 보호, 사고 후  시스템 복구 및 복원에 대한 명시적 문서화  

 

• 지속적인 취약성 관리 및 위험 평가  
 

 투표 센터에서의 보안 조치 

EC §4005(a)(10)(I)(iv)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는 다음 방법과 표준을 사용하여 투표 센터에서 실시되는 

투표의 보안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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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투표 센터 직원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적격한 유권자를 돕기 위한 교육과 준비를 마칠 

것입니다. 교육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모든 장비의 관리 연속성 관리 및 모니터링 

• 사고 대응 절차 및 보고 요건 

• 운영 개시 및 마감 절차 

• 등록 및 투표 시스템 절차 

• 긴장된 대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단계적 축소 기술 

• 국무장관의 접근성 요건 및 공중 보건 지침에 따라 물리적으로 안전한 환경 

컴플레인 준비 및 유지  
 

투표 센터 직원은 유권자 등록 및 선거 관리 시스템(EMS)과 실시간으로 연결된 Tenex ePollbook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직원은 유권자의 자격, 발행된 경우 우편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의 
현황, 유권자에게 발행할 적절한 투표용지 유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California 사용 절차에 따라 
ePollbook 및 선거 정보 관리시스템(Electio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EIMS) 시스템은 
다음을 통해 보호됩니다. 

• ePollbook 태블릿에 대한 엄격한 관리 연속성의 절차 
• 태블릿 간의 암호화된 연결 
• 선거 관리 시스템의 서버에 연결된 EMS 장비와 통신하는 암호화된 휴대 전화기는 

Yolo 카운티 혁신 및 기술 서비스 직원의 도움으로 모든 보안 조치 및 규정(2 California 
법 규약(Code of California Regulations, CCR) §20158)을 완벽히 준수합니다. 

Hart InterCivic Verity 투표 장비는 카운티의 내부 네트워크, 와이파이 또는 블루투스 연결을 포함한 
어떤 네트워크에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장비는 공식 Yolo 카운티 직인으로 봉인되며 투표 
센터가 개방되지 않을 때 폐쇄되고 잠가 둡니다. 

우편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 직접 투표용지, 조건부 유권자 등록 및 잠정적 투표용지를 포함한 모든 

투표용지, 폐기되거나 반송된 투표용지는 매일 안전하게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로 

이송됩니다. 

 투표 센터 절차에 대한 진행 방해 방지 

EC §4005(a)(10)(I)(vi)(VIII)(ia) 

모든 YCE 사무소 직원과 투표 센터 직원은 투표 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계적, 인적 또는 자연 
발생적 혼란에 대한 훈련과 준비를 마칠 것입니다. 모든 투표 센터에는 YCE 사무실에 연결하거나 
교육 자료 및 작업 지원을 확인하여 신속한 문제 해결을 돕는 맞춤형 ArcGIS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록에는 진행 방해에 대응할 때 YCE가 
사용할 내부 프로세스 및 절차를 문서화한 샘플 비상 대응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는 국무장관의 선거 사이버 보안국(Office of Election Cybersecurity, 
OEC)과 협력하고 카운티가 모든 유형의 혼란을 보고할 수 있는 가상 공간인 국무장관의 카운티 선거 
상황실(Secretary of State’s County Election Situation Awareness)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실은 연방정부, 주 및 지방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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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방해 발생 시 운영 지속 

EC §4005(a)(10)(I)(vi)(VIII)(ib)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는 교체 장비를 배포하고, 투표 센터의 인력을 보충하거나, 

단계적으로 확대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무하는 경험이 많은 직원이 있습니다.  

각 선거 전에 YCE는 기본 보안 표준, 대피 절차, 비상 통신, 투표 용지 및 기타 기록의 보호 및 복구, 

특정 시나리오를 포함하는 비상 대응 계획(Emergency Response)을 준비합니다. 2021년 주지사 

소환 선거를 위한 비상 대응 계획은 부록에 있습니다. 

YCE는 선거 전/중/후에 Verity 장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운영 지속의 일환으로 Solano 카운티와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MOU는 부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 영향 및 비용 절감 

EC §4005(a)(10)(I)(v) 

선거 비용은 2020년 대통령 예비선거와 대통령 총선 전반에 걸쳐 2022년 6월 직접 예비선거의 예상 

선거 비용과 비교됩니다. 

표 7 선거 비용 비교 

Yolo 카운티 

선거 비용 

2020 년 대통령 

예비선거 

(실제) 

2020 년 대통령 

총선 

(실제) 

2022 직접 

예비선거 

(예정) 

선거 유형 
기존 

투표소 모델 
VCA 유사 모델 전체 VCA 모델 

급여 및 복리후생  $ 617,322.24   $ 686,849.30   $ 561,500.00  

선거 소모 용품  $ 6,047.34   $ 278,802.56   $ 13,500.00  

통신  $ 6,037.84   $ 2,984.43   $ 4,000.00  

우편 요금  $ 53,350.65   $ 146,021.74   $ 188,250.00  

교통, 선거 관련  $ 2,643.02   $ 4,548.38   $ 5,000.00  

인쇄  $ 221,752.39   $ 263,889.13   $ 337,000.00  

기타  $ 81,970.78   $ 124,360.32   $ 142,000.00  

총계  $ 989,124.26   $ 1,507,455.85   $ 1,25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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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비용 

EC §4005(a)(10)(I)(i)(VII) 

표 8 지원 비용 비교 

Yolo 카운티 

지원 비용 

2020 년 대통령 

예비선거 

(실제) 

2020 년 대통령 

총선 

(실제) 

2022 직접 

예비선거 

(예정) 

광고/고지  $ 5,787.64   $ 15,801.78   $ 25,000.00  

지원 우편물   $ 51,164.06   $ 75,000.00  

소셜 미디어    $ 1,750.00   $ 10,000.00  

지원 행사      $ 5,000.00  

번역 서비스  $ 2,862.81   $ 19,043.93   $ 80,000.00  

콜래트럴/스웨그      $ 20,000.00  

비디오      $ 25,000.00  

표지판 및 현수막    $ 2,259.84   $ 20,000.00  

총계  $ 8,650.45  $ 90,019.61  $ 260,000.00  

 

접근성 및 참여 격차 해소 

EC §4005(a)(10)(I)(iii) 

이 선거 관리 계획 수립은 협력이 필요하고 반복적인 프로세스였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2020년 지역사회 실무단의 의견을 듣고, 2021년 지역사회와 협의하여 계획을 개발하고, 

다른 관할 구역의 모범 사례를 수집하여 EAP를 채택하고 2022년 VCA 선거를 수행하기 위한 내부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유권자 선택법에 따라 모든 선거가 실시된 후,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접근성 및 

참여에 있어 상당한 격차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당국은 VAAC와 LAAC를 만나 선거 기간 동안 해당 커뮤니티가 경험한 문제를 해결하고 논의할 

것입니다. YCE는 모든 투표 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유권자 접근성 및 참여에 관한 

모든 격차를 평가하고 해결하게 됩니다. YCE는 모든 유권자가 완료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설문조사를 

준비하고 투표 센터 및 지원 행사에서 설문조사를 홍보할 것입니다. 이는 유권자 접근성 및 참여와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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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2: 유권자 교육 및 지원 계획 
 

개요 및 일반 요건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Yolo County Elections, YCE)는 전체 해당 유권자의 등록 및 참여를 

개선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격차 해소가 접근이 

용이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관건입니다.  

2020년 11월 대통령 총선을 준비함에 있어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는 카운티 전역에서 다양한 

실무단을 소집하였습니다. "유권자 지원활동, 메시지 전달, 교육 및 정보 캠페인" 실무단은 공통의 

목표를 향해 일하는 지역 사회 주민과 시 공무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협력 언론 매체들에게 보도 자료, 동영상 컨텐츠 및 

소셜 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하여 이를 대량 배포하고 게재할 예정입니다. YCE가 기타 신뢰 가능한 

미디어 출처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에는 투표 센터, 투표용지 투여함, 투표 마감 시한, 우편 

투표 정보, 장애인을 위한 선택 방안 및 장애인용 투표용지 또는 대체 투표용지 요청 방법 등이 

있습니다. 협력 언론 매체 목록은 부록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Yolo 카운티 유권자 등록소장 Jesse Salinas 및 지명자들이 지역 언론에 자주 출연하여 선거 

전문가로서 이야기하며 Yolo 카운티에 대한 전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시민 단체 및 

지역 사회 봉사 단체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기회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 사회 참여 

EC §§4005(a)(10)(I)(i)(III) 및 4005(a)(10)(I)(i)(IV) 

Yolo 카운티 선거관리워원회는 지역 사회 주민 및 단체들과의 연계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대일 연계활동, 공동 행사 주최를 위한 협업, 기존 행사 참여 및 친근감이  

드는 디지털 신원 구비 등을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YCE는 대면 행사 및 화상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에는 일반적으로 

행사 주최자들과 협력하여 박람회, 축제 및 기타 행사에서  부스, 텐트, 테이블 등을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YCE는 항상 이러한 기회가 최대한 많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YCE는 선거 관련 정보 전달을 크게 확대할 기관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에 관한 정보는 부록에 나와 있습니다. 

 디지털 접근성 

소셜 미디어 및 이해하기 쉬운 저희 웹사이트에서 개인 및 단체와의 관계를 맺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출처로서의 YCE 인지도를 강화하였습니다. 본 전자 정보는 신체부자유자의 이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되며 개정 508절 기준인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WCAG) 2.0에 

부합합니다.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https://www.yoloelections.org/)는 선거법(Elections 

Code, EC) §2053(b)(4)에서 권장하는 바와 같이 장애인 접근성 기준을 유지할 것입니다. 

저희의 디지털 자료는 선거, 투표 및 유권자 선택법(Voter's Choice Act, VCA)에 관해 확인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제공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YCE는 쉬운 용어와 디자인 사용에 있어 

https://www.yoloelection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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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사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소셜 미디어 정책 서류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부수 자료는 지역 사회 내 다양성에 대한 인종별 구성 및 포용적 대변 등의 문제를 위한 

지원 코디네이터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게시글과 웹사이트 콘텐츠는 투표용지 투입함 위치 및 

운영 일자와 시간 등이 포함된 투표 센터 목록 뿐만 아니라 투표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한없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파트너 

지역사회 파트너는 간단한 방법으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는 사무실 내 전단지 비치, 단체 

소식지나 웹사이트에 기사 게재, 또는 대리인이 고객, 구성원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VCA 정보를 

전달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교육 도구는 YCE (www.yoloelections.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사본은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제공하게 됩니다. 발표 또는 자료를 요청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2020년에 Yolo 카운티 선거관리워원회의 지원활동팀은 민간 사업체의 사업장 내 포스터를 게시하는데 

있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47 군데의 소매업 매장에서 선거 관련 정보를 게시하였으며 이중 129 

곳은 최소 한가지의 언어를 추가로 게시하였습니다. 견본은 부록을 참조하십시오. 

개별 유권자 네트워크 

개별 유권자는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YCE에게 투표에 대한 장애 요소를 알리거나 많은 사람이 

새로운 투표 모델을 인지하도록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YCE는 웹사이트에 

본 목적의 양식을 게시하고 또한 웹이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할 수 있도록 투표 

센터에 연락처 정보가 들어있는 사무실 명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언어 및 투표 접근성 자문 위원회 

EC §4005(a)(10)(I)(i)(V) 

유권자 선택법에 따라 언어 접근성 자문 위원회와 투표 접근성 자문 위원회가 2021년 10월 1일 

전에 구성되었습니다. 회의 일시에 관한 내용은 부록을 참조하십시오. 

Yolo 카운티는 언어 접근성 자문 위원회(Language Accessibility Advisory Committee, LAAC)가 

제시하는 기회와 제안 내용을 추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권장 사항을 통해 발표, 화상 회의 또는 

특정 소수 언어 단체에 대한 교육 자료 배포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번역한 자료에 

대한 LAAC의 검토는 큰 도움이 됩니다. 

Yolo 카운티는 투표 접근성 자문 위원회(Voting Accessibility Advisory Committee, VAAC)가 제시하는 

기회와 제안 내용을 추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권장 사항을 통해 발표, 화상 회의 또는 특정 소수 

언어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 자료를 배포하는 것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투표 센터의 

평면도와 실제 배치 형태에 대한 VAAC의 검토는 큰 도움이 됩니다. 

두 위원회 중 하나 또는 모두에 참여를 원하는 일반인은 elections@yolocounty.org 로 이메일을 보내 

문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자문위원회에는 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카운티 LAAC 및 VAAC 안내 페이지가 만들어지면 저희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ailto:elections@yolocount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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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 언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 및 지원 

EC §4005(a)(10)(I)(i)(I) 및 EC §4005(a)(10)(I)(i)(VI)(ia) 

모든 등록 유권자는 캘리포니아 선거법 14201절 및 연방 유권자 권리법 203절에 따라 우편 

투표(Vote-by-Mail, VBM) 투표용지 팩스 전송과 선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카운티 유권자 

정보안내(County Voter Information Guide, CVIG)에 있는 우편요금이 지급된 엽서를 받게 됩니다. 

CVIG와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 작성 및 우편엽서 반송에 대한 안내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는 대면 언어 지원을 위해 연방 투표권리법(Voting Rights Act, VRA)에 

따른 언어 요건을 충족하는 선거구 내 또는 인근에 위치할 투표 센터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울러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선거법 제12303절 (c) 하위절 및 연방 투표권리법(VRA) 

203절에 따라 특정 언어가 유창한 개인들을 우선적으로 충원해야 할 VC와 관련하여 일반인의 

의견을 구하게 됩니다. 해당 투표 센터에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직원을 선발하여 배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모든 유권자는 필요한 언어로 작성된 서면 번역 자료와 전화를 통한 통역사 지원 등의 언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Yolo 카운티는 각 주요 선거 전에 선거법 §14201에 따라 필요한 개별 언어에 대해 이중 언어 유권자 

교육 워크숍을 1회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이중 언어 지역사회 회의에 제공되는 특정 정보는 다음 

사항을 제한없이 포함합니다:  

• 신규 투표 모델 개요 
• 투표 장치 시연 및 접근성 
• 팩스 투표용지 수령 방법 
• VC에서 이중 언어 지원 또는 전화 통역 신청 방법 
• 투표용지 투입 정보 
• VBM 반송용 봉투에 제대로 서명하기, 서명자 표시, 위임장 등 
• 문제가 제기된 우편 투표용지 해결하기 

 

 장애인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 및 지원 

EC §§4005(a)(10)(I)(i)(II) 및 4005(a)(10)(I)(i)(VI)(ib) 

Yolo 카운티는 오랫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장애인 유권자와 협력하여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왔습니다.  모든 등록 유권자는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CVIG)를 수령하게 

됩니다. 안내서에는 유권자가 장애인용 투표용지 기표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과 위치 및 원격 

장애인용 우편투표(Remote Accessible Vote-by-Mail, RAVBM)에 접속하여 이를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VAAC 구성원이 단체와 연계하여 타겟층을 대상으로 정보를 

방송하는 것을 도와드립니다. 

Yolo 카운티는 각 주요 선거 전에 자격이 있는 장애인 투표자의 접근성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유권자 교육 워크숍을 최소 1회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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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역사회에 제공되는 특정 정보에는 다음 사항이 제한없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신규 투표 모델 개요 

• 투표 장비 시연 

• 투표 장비 접근성  

• 투표용지 투입 정보 

• 온라인으로 RAVBM 투표용지를 수령하는 방법 

• VBM 반송용 봉투에 제대로 서명하기  

• 서명 대신 서명자 표시로 서명하기 

• 문제가 제기된 우편 투표용지 해결하기 

• 후견인과 위임 관계에 관한 제한 사항 

유권자와의 직접 연락 

EC §4005(a)(10)(I)(i)(X)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등록 유권자에게 수신자 부담 유권자 지원 상담 전화 제공 및 

선거와 투표 절차에 대한 향후 변경 사항을 고지하기 위해 CVIG 및 VBM 투표용지 패키지에 

추가하여 두 가지의 우편물을 직접 보낼 계획입니다.  

우편물을 통해 RAVBM 시스템을 포함한 선택 가능한 투표 방안, 투표 센터와 투표용지 투입함의 

위치 및 운영 시간 그리고 우편으로 CVIG 또는 VBM 투표용지를 수령할 수 있는 시기 등에 대해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우편물은 평이한 언어와 효과적인 장애인용 시각 디자인 요소로 우수 

사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우편물의 크기는 다를 수 있으나 신뢰할 수 있는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로고 표시와 메세지가 눈에 띄일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지난 선거의 

표본은 부록을 참조하십시오. 

유권자와의 간접 연락 

EC §§4005(a)(10)(I)(i)(VIII), 4005(a)(10)(I)(i)(IX) 및 4005(a)(10)(I)(i)(I)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양한 플랫폼에 신뢰할 수 있는 선거 관련 정보를 홍보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플랫폼에는 기존 및 디지털 미디어와 유료 광고, "자발적 확산" 미디어 등이 

있습니다. 선거 관련 자발적 보도는 특정 선거 활동 개시를 알리는 언론 참고 자료나 보도 자료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회는 예측이 어려울 수 있으나 많은 지역 

언론에서는 현재 경향에 근거하여 선거에 관한 정보를 방송하거나 기사로 게재하고 싶어합니다.  

지역사회와 언론 파트너, 행사 및 샘플 자료의 구체적인 목록은 부록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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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유권자 간접 접촉 플랫폼 

유형 플랫폼 메시지/목적 

공익 광고(Public Service 

Announcements, PSA) 

공익 지역사회 

방송국/도시/캠퍼스 

메시지 전달: 

• 영어 및 소수 언어로 구성 

• 청각 장애인이나 난청자 유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 맹인이나 시각 장애인 유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 일반인에게 VCA 변경 사항에  

관해 교육 

• YCE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홍보 

• YCE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및 

이메일 주소 홍보 

• 지역 사회 단체와의 워크숍 홍보 

• 미감 기한, 투표 선택 방안, 우편물 

발송 고지 

• VC 및 BDB 선택 방안 홍보 

유료 광고(PSA) 게시판 

 신문 

 디지털 광고 

 라디오 

 극장 

소셜 미디어 부록 참조 

기존의 "자발적 확산" 

미디어 

신문 

 방송 TV 

 라디오 

 

Yolo 카운티는 소셜 미디어에 연중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VCA 홍보가 저희 게시글의 주요 

맥락입니다. Facebook은 유권자와의 상호 대화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며 Twitter는 주요한 

주제에 관한 메세지를 직접적으로 전파합니다. 2021년 8월과 9월(주지사 소환 선거 기간 중)에 

78회 트윗을 하여 20,775회 노출과 2,122회 프로필 확인 방문을 이루었습니다. 이 수준의 방문은 

캘리포니아 내 어떠한 규모의 카운티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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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 언어 요건 

연방 정부가 연방 투표권리법 203절에 따라 현재 Yolo 카운티에서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작성된 

선거 자료를 제공하게 할 권한은 없습니다.  

California 주는 더 이상 Yolo 카운티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표 7 이전 언어 요건 

언어 법적 인가 서비스 및 자료 

중국어 CA EC §14201 
이중 언어 지원 및 팩시밀리 

투요용지 

한국어 CA EC §14201 
이중 언어 지원 및 팩시밀리 

투요용지 

펀자브어 CA EC §14201 
이중 언어 지원 및 팩시밀리 

투요용지 

러시아어 CA EC §14201 
이중 언어 지원 및 팩시밀리 

투요용지 

스페인어 CA EC §14201 
이중 언어 지원 및 팩시밀리 

투요용지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나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는 저희 유권자에게 비공개적이며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더 다양한 선택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상기 언어로 이중언어 지원과 

팩시밀리 투표용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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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 투표 센터 & 투표용지 투입함 제안 사항 

투표 센터(VC) 및 투표용지 투입함(Ballot Drop Box, BDB) 위치와 운영 시간은 위치 제공자 유무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VC 및 투표용지 투입함(BDB) 

EC §§4005(a)(10)(I)(vi)(III) 및 4005(a)(10)(I)(vi)(IV) 

표 81 제안된 투표 센터 

유권자 지원 센터 2022 년 2 17 일 현재 현황 

Davis  

UC Davis ARC 연회장 A & B 
760 Orchard Rd., Davis 

확인 완료 

Veterans Memorial Center – MPR 
203 East Fourteenth St., Davis 

확인 완료(11 일 VC) 

Montgomery Elementary School – MPR 
1440 Danbury St., Davis 

확인 완료  

Emerson Junior High School – MPR 
2121 Calaveras Ave., Davis 

확인 완료  

Esparto  

Esparto Community Center 
17020 Yolo Ave., Esparto 

접근성 설문 조사 계류 중 

West Sacramento  

Bridgeway Lakes Boathouse 
3650 Southport Pkwy., West Sacramento 

확인 완료 

Virtual Academy – 체육관 
1100 Clarendon St., West Sacramento 

확인 대기중 (11 일 VC) 

Bryte CCT -  Bryte 카페 
637 Todhunter Ave., West Sacramento 

확인 완료 

Winters  

Public Safety Facility – 응급운영센터 교육실 
702 Main St., Winters 

확인 완료 

Woodland  

Yolo County Admin Building – 룸 106 
625 Court St., Woodland 

확인 완료(11 일 VC) 

Woodland High School – 체육관 
21 N. West St. Woodland 

확인 완료 

Pioneer High School – 구내식당 또는 체육관 
1400 Pioneer Ave., Woodland 

확인 완료 

Woodland Community & Senior Center 
연회실 3 2001 East St., Woodland 

확인 완료 

표 9 제안된 투표용지 투입함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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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투입함 위치 2022 년 2 월 17 일 현재 현황 
  

Clarksburg  

Clarksburg Library 
52915 Netherlands Ave., Clarksburg 

외부 – 하루 24 시간/주 7 일 – 확인 완료 
  

Davis  

Davis City Hall 
23 Russell Blvd., Davis 

외부 – 하루 24 시간/주 7 일 – 확인 완료 

Westlake Market 
1260 Lake Blvd., Davis 

회신 대기 중 

Nugget Markets (Mace) 
409 Mace Blvd., Davis 

확인 완료 

Nugget Markets (E. Covell) 
1414 E. Covell Blvd., Davis 

확인 완료 

UC Davis – 위치 추후 결정  외부 – 하루 24 시간/주 7 일 – 확인 완료 
  

Esparto  

Esparto Regional Library 
17065 Yolo Ave., Esparto 

외부 – 하루 24 시간/주 7 일 – 확인 완료 
  

West Sacramento   

West Sacramento City Hall 
1110 W. Capitol Ave., West Sacramento 

외부 – 하루 24 시간/주 7 일 – 확인 완료 

Nugget Markets  
2000 Town Center Plaza, West Sacramento 

확인 완료 

Raley’s 
1601 W. Capitol Ave., West Sacramento 

확인 완료 

Arteaga Starlite Super Market 
900 Sacramento Ave., West Sacramento 

확인 완료 
  

Winters  

Lorenzo's Market  
121 E. Grant Avenue, Winters 

확인 완료 
  

Woodland  

우체국 주차장 
720 Court St., Woodland 

외부 – 하루 24 시간/주 7 일 – 확인 완료 

Raley’s 
367 W. Main St., Woodland 

확인 완료  

Bell Air 
1885 E. Gibson Road, Woodland 

확인 완료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 B-05 호 
625 Court St., Woodland 

확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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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 및 BDB 운영 시간 

EC §§4005(a)(10)(I)(vi)(VI) 및 4005(a)(10)(I)(vi)(VII) 

VC는 카운티 전역에서 동일한 시간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하루 24시간 주 7일 운영하는 실외 BDB 

이외에 시설 내부에 위치하는 투표용지 투입함은 선택 위치의 운영 시간 중에 이용 가능합니다. 

모든 VC 및 BDB는 위치와 상관없이 선거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2021년 주지사 소환 선거 및 2020년 대통령 총선에 사용된 서비스 위치의 운영 시간은 다음 

페이지에서 나와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특정 선거에 대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VC와 BDB의 

운영 시간은 선거 별로 대대적인 홍보가 따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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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 주지사 소환 선거  

표 10 2021 년 VAC 

2021 년 유권자 지원 센터(VAC) 
9 월 11 일부터 9 월 13 일 오전 10 시 - 오후 6 시 운영 

9 월 14 일(선거일) 오전 7 시 - 오후 8 시 운영 

DAVIS 
UC Davis Memorial Union- Garrison 룸 212 

225 E. Quad, Davis 
 

Veterans Memorial Center- 다목적실 
203 E. 14th Street, Davis 

 

Montgomery Elementary School- 다목적실 
1441 Danbury Street, Davis 

 

Emerson Junior High School- 실내 휴게실 1 
2121 Calaveras Avenue, Davis 

 

ESPARTO 
Esparto High School- 체육관 

26675 Plainfield Street, Esparto 
 

WEST SACRAMENTO 
Bridgeway Lakes Boathouse 

3650 Southport Parkway, West Sacramento 
 

Washington USD Office- 다목적실 

930 Westacre Road, West Sacramento 
 

Bryte CCT – Bryte Café- 다목적실 
637 Todhunter Avenue, West Sacramento 

 

WINTERS 
Public Safety Facility - 응급운영센터 교육실 

702 W. Main Street, Winters 

 

WOODLAND 

Yolo 카운티 관리부 빌딩-룸 106 
625 Court Street, Woodland 

 

Woodland High School- 체육관 
21 N. West Street, Woodland 

 

Pioneer High School- 구내 식당 
1400 Pioneer Avenue, Woodland 

 

Woodland Community & Senior Center- 연회장 3 
2001 East Street, Wood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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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2021 년 BDB 

2021 년 투표용지 투입함(BDB) 
8 월 16 일부터 9 월 13 일까지(운영시간 기재) 

9 월 14 일(선거일)은 오후 8 시까지 

CLARKSBURG 

Clarksburg Library(외부 – 하루 24 시간/주 7 일) 
52915 Netherlands Avenue, Clarksburg 

 

DAVIS 

City Hall (실외 – 하루 24 시간/주 7 일) 
23 Russell Boulevard, Davis 

 

Nugget Markets(매일 오전 6 시~오후 10 시) 

409 Mace Boulevard, Davis 
 

Nugget Markets(매일 오전 6 시~오후 10 시) 

1414 E. Covell Boulevard, Davis 
 

Westlake Market(매일 오전 7 시~오후 11 시) 

1260 Lake Boulevard, Davis 
 

ESPARTO 

Esparto Regional Library(외부 – 하루 24 시간/주 7 일) 
17065 Yolo Avenue, Esparto 

 

WEST SACRAMENTO 

City Hall (실외 – 하루 24 시간/주 7 일) 
1110 W. Capitol Avenue, West Sacramento 

 

West Sacramento Recreation Center 
주중 오전 6 시 - 오후 1 시; 오후 5 시 - 오후 8 시 
토요일 오전 8 시 – 오후 5:30; 일요일 오후 12 시 – 

오후 5:30 
2801 Jefferson Boulevard, West Sacramento 

 

Arteaga’s Starlite Supermarket 
(매일 오전 8 시 – 오후 8 시) 

940 Sacramento Avenue, West Sacramento 
 

WINTERS 

Lorenzo’s Market(매일 오전 7 시~오후 10 시) 
121 E. Grant Avenue, Winters 

 

WOODLAND 

우체국 주차장(외부 하루 24 시간 주 7 일) 
720 Court Street, Woodland 

 

Raley’s(매일 오전 6 시~오후 11 시) 
367 W. Main Street, Woodland 

 

Bel Air(매일 오전 6 시~오후 11 시) 
1885 E. Gibson Road, Woodland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주중 오전 8 시 – 오후 5 시) 

625 Court Street, Suite B-05, Wood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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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Presidential General Election  

표 12 2020 년 VAC 및 BDB 

유권자 지원 센터(VAC) 투표용지 투입함(BDB) 
10 월 31 일부터 11 월 2 일 오전 10 시 - 오후 6 시 운영 

11 월 3 일(선거일) 오전 7 시 - 오후 8 시 운영  
10 월 5 일부터 11 월 2 일까지(운영시간 기재) 

11 월 3 일(선거일)은 오후 8 시까지 
DAVIS DAVIS 

UC Davis ARC- 연회장 City Hall (실외 – 하루 24 시간/주 7 일) 
760 Orchard Road, Davis 23 Russell Boulevard, Davis 

  

Veterans Memorial Center- 다목적실 Nugget Markets(매일 오전 6 시~오후 10 시) 
203 E. 14th Street, Davis 409 Mace Boulevard, Davis 

  

Montgomery Elementary School-다목적실 Nugget Markets(매일 오전 6 시~오후 10 시) 
1441 Danbury Street, Davis 1414 E. Covell Boulevard, Davis 

  

Patwin Elementary School-다목적실 Westlake Market(매일 오전 7 시~오후 11 시) 
2222 Shasta Drive, Davis 1260 Lake Boulevard, Davis 

  

ESPARTO ESPARTO 
Esparto High School-체육관 Esparto Regional Library(외부 – 하루 24 시간/주 7 일) 

26675 Plainfield Street, Esparto 17065 Yolo Avenue, Esparto 
  

WEST SACRAMENTO WEST SACRAMENTO 
River City High School-체육관 City Hall (실외 – 하루 24 시간/주 7 일) 

1 Raider Lane, West Sacramento 1110 W. Capitol Avenue, West Sacramento 
  

Washington USD Office-다목적실 Nugget Markets(매일 오전 6 시~오후 10 시) 
930 Westacre Road, West Sacramento 2000 Town Center Plaza, West Sacramento 

  

Bryte CCT-다목적실 Arteaga’s Starlite Supermarket 

(매일 오전 8 시 – 오후 8 시) 
637 Todhunter Avenue, West Sacramento 940 Sacramento Avenue, West Sacramento 

  

WINTERS WINTERS 
Winters Community Center-다목적실 Lorenzo’s Market(매일 오전 7 시~오후 10 시) 

201 Railroad Avenue, Winters 121 E. Grant Avenue, Winters 
  

WOODLAND WOODLAND 

Yolo 카운티 관리부 빌딩-룸 106 우체국 주차장(외부 하루 24 시간 주 7 일) 
625 Court Street, Woodland 720 Court Street, Woodland 

  

Woodland High School-체육관 Raley’s(매일 오전 6 시~오후 11 시) 
21 N. West Street, Woodland 367 W. Main Street, Woodland 

  

Pioneer High School-체육관 Bel Air(매일 오전 6 시~오후 11 시) 
1400 Pioneer Avenue, Woodland 1885 E. Gibson Road, Wood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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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 투표 센터 시설 배치  

EC §4005(a)(10)(I)(vi)(XI)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는 설문 조사를 통해 투표 센터 별로 평면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3일 총선과 2021년 9월 14일 California 주지사 소환 선거에서 사용된 투표 센터의 

투표실 평면도가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차기 선거에서 이러한 투표실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위치는 위치 제공자 유무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많은 시설 평면도는 2022년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별표(*)로 표시된 위치는 2022년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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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 Davis – ARC 연회장 A&B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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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terans Memorial Center – 다목적실(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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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tgomery Elementary School – 다목적실(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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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parto High School – 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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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dgeway Lakes Boathous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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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hington USD Office – 다목적실(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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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yte CCT – Bryte 카페(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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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ters Public Safety Facility – 응급운영센터 교육실(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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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odland High School – 체육관(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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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oneer High School – 구내 식당(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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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odland Community & Senior Center –연회장 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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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erson Junior High School - 실내 휴게실(다목적실) 

해당 현장은 접근성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2022년에 투표 센터는 2021년에 사용된 

센터에 인접한 방에 위치할 예정입니다. 해당 평면도는 2022년에 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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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 자문 위원회 

 

 투표 접근성 자문 위원회 위원 

처음에 진행된 유권자 접근성 자문 위원회(VAAC) 회의에서 위원들이 확인한 장애인 지역사회의 

일원으로는 장애자 가족이나 후원자, 피고용인, 장애인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자격을 갖춘 자원 

봉사자 등이 있습니다. 현재 지원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위원을 더욱 다양한 배경을 갖춘 개인으로 

임명할 것입니다. 위원회 중 하나 또는 둘 다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은 

elections@yolocounty.org로 이메일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VAAC 회의 일정 

투표 접근성 자문 위원회(Voting Accessibility Advisor Committee, VAAC)는 2021년 8월 26일 목요일에 

처음 소집되었습니다. 별도로 명시된 바가 없으면 위원회는 매월 3번째 목요일에 회의를 갖습니다. 

위원회는 2022년 선거 기간 준비를 위해 더 자주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표 13 VAAC 회의 일정  

회의일자 시간 참석자 수 

2021 년 8 월 26 일 목요일 오후 5 시부터 오후 6 시 15 

2021 년 9 월 30 일 목요일 오후 5 시부터 오후 6 시 11 

2021 년 10 월 21 일 목요일 오후 5 시부터 오후 6 시 7 

2021 년 11 월 18 일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부터 오후 7 시 30 분 5 

2021 년 12 월 16 일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부터 오후 7 시 30 분 6 

2022 년 1 월 20 일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부터 오후 7 시 30 분 7 

2022 년 2 월 17 일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부터 오후 7 시 30 분 4 

2022 년 3 월 17 일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부터 오후 7 시 30 분  

2022 년 4 월 21 일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부터 오후 7 시 30 분  

2022 년 5 월 19 일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부터 오후 7 시 30 분  

2022 년 6 월 16 일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부터 오후 7 시 30 분  

2022 년 7 월 21 일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부터 오후 7 시 30 분  

2022 년 8 월 18 일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부터 오후 7 시 30 분  

2022 년 9 월 15 일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부터 오후 7 시 30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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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접근성 자문 위원회 위원 

처음에 진행된 언어 접근성 자문 위원회(Language Accessibility Advisor Committee, LAAC) 

회의에서는 다음 언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미국 수화(American Sign Language, 

ASL), 이탈리아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 현재 지원 활동을 통해 더욱 다양한 관점과 

언어를 구비한 개인이 위원에 더 많이 임명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중 하나 또는 둘 

다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은 elections@yolocounty.org로 이메일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LAAC 회의 일정 

언어 접근성 자문 위원회(LAAC)는 2021년 8월 26일 목요일에 처음 소집되었습니다. 위원회는 

별도로 명시된 바가 없으면 매월 3번째 목요일에 회의를 갖습니다. 위원회는 2022년 선거 기간 

준비를 위해 더 자주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표 14  LAAC 회의 일정  

회의 일자 시간 참석자 수 

2021 년 8 월 26 일 목요일 오후 6 시부터 오후 7 시 15 

2021 년 9 월 30 일 목요일 오후 6 시부터 오후 7 시 8 

2021 년 10 월 21 일 목요일 오후 6 시부터 오후 7 시 7 

2021 년 11 월 18 일 목요일 오후 5 시 30 분부터 오후 6 시 30 분 5 

2021 년 12 월 16 일 목요일 오후 5 시 30 분부터 오후 6 시 30 분 2 

2022 년 1 월 20 일 목요일 오후 5 시 30 분부터 오후 6 시 30 분 5 

2022 년 2 월 17 일 목요일  오후 5 시 30 분부터 오후 6 시 30 분 5 

2022 년 3 월 17 일 목요일 오후 5 시 30 분부터 오후 6 시 30 분  

2022 년 4 월 21 일 목요일 오후 5 시 30 분부터 오후 6 시 30 분  

2022 년 5 월 19 일 목요일  오후 5 시 30 분부터 오후 6 시 30 분  

2022 년 6 월 16 일 목요일 오후 5 시 30 분부터 오후 6 시 30 분  

2022 년 7 월 21 일 목요일  오후 5 시 30 분부터 오후 6 시 30 분  

2022 년 8 월 18 일 목요일  오후 5 시 30 분부터 오후 6 시 30 분  

2022 년 9 월 15 일 목요일 오후 5 시 30 분부터 오후 6 시 30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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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 | 지역사회 파트너 & 행사 

표 15 VC 및 BDB 구획 파트너 

투표 센터 및 

투표용지 투입함 구획 파트너  
시  

Arteaga's Starlite Supermarket West Sacramento  

Bel Air Grocery Store  Woodland  

Lorenzo's Market  Winters  

Nugget Markets  Davis & West Sacramento  

Raley's Grocery Store  West Sacramento & Woodland  

Westlake Market  Davis  

Davis 시 서기  Davis  

West Sacramento 시 서기  West Sacramento  

Woodland 시 서기  Woodland  

Winters 시 서기  Winters  

Davis 공동 통합 교육구  Davis  

Esparto 통합 교육구  Esparto  

Washington 통합 교육구  West Sacramento  

Woodland 공동 통합 교육구  Woodland  

Yolo 카운티  도서관  Clarksburg & Esparto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미국 우체국(U.S. Postal Service)  Woodland  

표 16 U.C. Davis 조직 

U.C. 조직 Davis – 지원 문의처 

Indian Student Association at UC Davis Korean Graduate Student Association 

Japanese American Student Society Chicanx Latinx Collegiate Association 

La Raza Pre-Law Student Association Compas at UCD 

Young 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 
at UC Davis 

Graduate Student & Post-Doctoral 
SACNAS at UC Davis 

Korean-Americ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Young Generation, 
Davis Chapter 

Latinx Law Students Association 

Mujeres Ayudando la Raza Hmong Student Union 

Mexican Graduate Student Association Aggie Neurodiversity Community 

Mariachi Cielito Lindo Davis College Democrats 

Model United Nations at UC Davis Hermanas Unidas de UC Davis 

 

표 17 지역사회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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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조직 – 지원 연락처   

Gurdwara Sahib Sikh 사원 
RISE Inc. (Esparto, Capay Valley 및 

Winters 지역) 

D'Primera Mano 

아시아 태평양 섬주민계 

미국인 공공협회 (Asian 

Pacific Islander American 
Public Affairs, APAPA) 

International House of Davis 

Davis 상공회의소 

아시아 태평양 섬주민  
(Asian American Pacific 
Islander, AAPI) 

전국정신질병연합(National Alliance 

on Mental Illness,  NAMI) Yolo 카운티 

UC Davis 학생 기반 조직 

Yolo 카운티 건강한 노화 

연합(Yolo County Healthy 
Aging Alliance) 

Northern California Children's Therapy 
Center 

Yolo 카운티 WIC 

Resources for Independent 
Living 

NorCal Resist 
Yolo 카운티 BOS- 관리자 Barajas 

Yolo 카운티 어린이 

연합(Yolo County Children’s 

Alliance) 

Davis 시(실무 그룹 & 시의회) 

Davis 노인 센터 

Winters Senior Foundation Winters 시(실무 그룹  & 시의회) Yolo 카운티 투표소 직원* 

Woodland 커뮤니티 & 노인 

센터  

West Sacramento 시 (실무 그룹  & 

시의회) 

UC Davis MSA 

Yolo 카운티 도서관 Woodland 시(실무 그룹  & 시의회) Shifa 클리닉 

Empower Yolo Winters 노인 노화 위원회 UCD Sikh 문화협회 

Davis 여성 유권자 연맹* 
Dignity Health- Woodland Memorial 
Hospital 

California 재활부* 

Woodland  여성 유권자 연맹 
아시아계 미국인 정의 발전-아시안 

법률 코커스 

Melissa Gruhler 

Yolo 카운티 농업 근로자 

프로그램 
Esparto 지역 상공회의소 

Jeana Eriksen (의장) 

Yolo 카운티 푸드 뱅크  Democracy Winters Winters Community Corazon 

단기 긴급 지원 위원회 

(Short Term Emergency Aide 
Commission, STEAC) 

Yolo 카운티 재택 지원 서비스 

자문위원회 

ApoYolo 

Yolo-Solano 카톨릭 

자선사업회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UCD Sikh 문화협회  

 

 

지난 두 번에 걸친 선거에서 시험 운영한 VCA 유사 모델이 거둔 큰 성공에는 여러 지역 사회 

파트너의 지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YCE 는 지역 사회 파트너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유권자 

선택법으로의 성공적인 이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59 

 지역 사업체가 게시한 전단지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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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 행사 

EAP 자문 회의에 일반인을 초청하는 전단지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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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파트너 

 
EAP 최종안 부록 F 

 

Yolo 카운티 

California 유권자 선택법 

선거 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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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F | 언론 파트너  

다음은 유권자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YCE 와 협력하고 있는 미디어 파트너입니다. 

EC §4005(a)(10)(I)(i)(I) 

표 18 미디어 파트너 

미디어 파트너 
  

TV  

 KCRA 3 

 Univision 19(스페인어) 

 NBCUniversal 

 ABC10 

 Fox40 

 CBS13 

 Telemundo(스페인어) 
  

라디오  

 KDVS(UC Davis) 

 Davis Media Access 

 NPR/Cap Radio 

 KHTK 

 KFBK 

 KOVR 

 Ethno.fm 87.7FM Radio (러시아어) 
  

출판 및 온라인 미디어  

 

CalMatters 

Daily Democrat 

 Davis Enterprise 

 Winters Express 

 West Sacramento News-Ledger 

 Sacramento Bee 

 The Aggie(UC Davis) 

 Davis Vanguard 

 Associated Press 

 d’primeramano(스페인어) 

 Diaspora Community Newspaper(러시아어) 

 Valley 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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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Yolo 카운티 선거위원회 소셜 미디어 

2021 년 12 월 3 일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소셜 미디어 
  

플랫폼 팔로워 

Facebook.com/YoloACE 796 

Instagram.com/YoloCoACE 394 

Twitter.com/YoloCoACE 479 

YouTube - Yolo County ACE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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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유권자 직접 

접촉 자료  
 

EAP 최종안 부록 G 

 

Yolo 카운티 

California 유권자 선택법 

선거 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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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G | 대 유권자 직접 접촉 자료 

EC §4005(a)(10)(I)(i)(X) 

본 섹션에 나오는 이미지는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전에 사용한 우편물과 전단지를 

나타냅니다. 해당 이미지는 2022년 선거용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그림 1 우편투표 기간 개시 고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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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20 년 총선 준비하기(영어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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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20 년 총선 준비하기(스페인어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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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20 년 11 월 총선 공식 투표용지 절취 부분 & 유권자 정보 

 

 

COUNTY OF YOLO OFFICIAL BALLOT STUB 

 

November 3, 2020 General Election 

I HAVE VOTED – HAVE YOU? 

State law requires that voters receive a ballot stub as evidence that an official ballot was 

issued. The California Elections Code allows counties to provide a paper ballot stub. This is 

your official ballot stub should you wish to keep it. 

IMPORTANT MESSAGE FOR VOTE BY MAIL VOTERS 

To preserve public health in the face of the threat of COVID-19, as of June 18, 2020 per Assembly Bill No. 

860, every active registered voter for the November 3, 2020 General Election will automatically receive an 

official ballot in the mail. To ensure that the November election is accessible, secure, and safe, in-person 

voting opportunities are available this November in a manner that is consistent with public health guidance 

and requirements. If you plan on voting in-person, please bring your official Vote by Mail packet with you 

to the voting location. If you have questions, call the Yolo County Elections Office at (530) 666-8133 or 

toll-free in CA at (800) 649-9943. 

 
To ensure your 
ballot is counted 
correctly, turn this 
sheet over. 
 

 

Voter 
Survey 

Register to 
Vote 

Visit 
yoloelections.org 

 
  

 

Do you want your ballot to be counted? WE DO! 

Make sure to do the following: 

1. SIGN YOUR ENVELOPE. You must sign your return envelope, or your ballot cannot be counted. 
State law requires the Yolo County Elections Office to match the signature on your registration card 

to the signature on the outside of your return envelope before we count your ballot. 

2. SIGNATURE AUTHORIZING ANOTHER TO RETURN YOUR BALLOT. While most mail ballot 
voters return their voted ballots by mail, you may choose to return your ballot in person to the Yolo 
County Elections Office in Woodland or to any voting or ballot drop off locations in California. You 
may also authorize certain people to return your ballot, but you must sign your envelope where 
required and the designee must sign the authorization section on the return envelope, or we cannot 

accept your ballot from that person. 

3. PLAN TO HAVE YOUR BALLOT ARRIVE ON TIME. If you hand-deliver your ballot on Election 

Day, it must be received by the Elections Office in Woodland or at any voting or ballot drop box 

location in California no later than 8:00 PM for it to count. If you return your ballot by mail, no 

postage is necessary. Make sure to check with your local post office for current days/hours of 

operation, as your ballot must be postmarked on or before Election Day and received within 17 

days after Election Day or it cannot be counted. We suggest you mail your ballot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For more information, visit www.yoloelections.org and/or call (530) 666-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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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20 년 11 월 유권자 경보정보 세대 고지 우편엽서 

 
 

 IMPORTANT CHANGES TO THE NOVEMBER ELECTION  
 

 A ballot for the November 3, 2020 General Election will be mailed to all  

voters beginning October 5, 2020. No request is necessary. 

 No postage is necessary to return your ballot by mail. You may also return your 
ballot to any of our secure Ballot Drop Boxes. These locations can be found at 
yoloelections.org and in the Voter Information Guide that will be mailed to you 
beginning September 24, 2020. 
 

 Please check your registration information at VoterStatus.sos.ca.gov to 
confirm that you are registered and that your ballot will arrive to your correct 
address. 
 

 Sign up at WheresMyBallot.sos.ca.gov to track your ballot and receive 
notifications on the mailing and counting of your ballot through automatic email, 
text or voice call notifications. 
 

 Our Remote Accessible Vote-by-Mail (RAVBM) system provides an accessible 
option for voters to receive their ballots digitally at home and mark them 
independently and privately before returning them to us. Visit yoloelections.org or 
call us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November 3, 2020 Election, any registered voter 
may use the RAVBM option. 
 

 Language assistance is available for in-person voting at all Voter Assistance Centers. 
We provide translated facsimile ballots in Chinese, Korean, Punjabi, Russian and 
Spanish for reference purposes only. You can call our Elections Office to request 
a facsimile translated ballot by mail. 
 

 In-person voting will take place at Voter Assistance Centers - there will be no 
neighborhood polling places. We will operate 12 Voter Assistance Centers throughout 
the County between October 31 and November 3. The locations and hours of 
operation are listed at yoloelections.org or in the Voter Information Guide you will 
receive by mail. 
 

DID YOUR ADDRESS CHANGE? If you’ve interacted with the DMV since April of 2018, your voter registration information may have been 
inadvertently changed. It’s important to confirm your voter status, political party  affiliation, vote-by-mail status and information to make sure 
you are still registered correctly. Please check your registration at VoterStatus.sos.ca.gov and if necessary update your information at least 15 
days prior to the next election or you may be required to vote using a provisional ballot.  

YOLO COUNTY ELECTIONS OFFICE 625 
COURT STREET, SUITE B-05 

WOODLAND, CA 95695 

(800) 649-9943 or (530) 666-8126 yoloelections.org elections@yolocounty.org 

mailto:elections@yolocount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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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021 년 소환 선거 공식 투표용지 절취 부분 & 유권자 정보 

 

COUNTY OF YOLO OFFICIAL BALLOT STUB 

 

September 14, 2021 

California Gubernatorial Recall Election 

I HAVE VOTED – HAVE YOU? 

State law requires that voters receive a ballot stub as evidence that an official ballot was 

issued. The California Elections Code allows counties to provide a paper ballot stub. This is 

your official ballot stub should you wish to keep it. 

IMPORTANT MESSAGE FOR VOTE BY MAIL VOTERS 

Senate Bill 152 (SB152, passed on June 28, 2021) permits the 2021 gubernatorial recall election to be an all-mail ballot 

election. SB152 also authorized a local government entity that previously called a special local election to consolidate 

that election with a gubernatorial recall election if certain conditions were met. This means every active registered 

voter for the September 14, 2021 California Gubernatorial Recall Election will automatically receive an official ballot in 

the mail. If you plan on voting in-person, please bring your official Vote by Mail packet with you to the voting location. 

Call the Yolo County Elections Office at (530) 666-8133 or toll-free in CA at (800) 649-9943 to answer any questions 

you may have. You can visit www.yolocounty.org to locate voting and official ballot drop box locations. 

 

To ensure your 
ballot is counted 
correctly, turn this 
sheet over. 
 

 

Voter 
Survey 

Register to 
Vote 

Visit 
yoloelections.org 

   
 

Do you want your ballot to be counted? WE DO! 

Make sure you do the following: 

1. SIGN YOUR ENVELOPE. You must sign your return envelope, or your ballot cannot be counted. 
State law requires the Yolo County Elections Office to match the signature in your voter record to 

the signature on the outside of your return envelope before we count your ballot. 

2. SIGNATURE AUTHORIZING ANOTHER TO RETURN YOUR BALLOT. While most mail ballot 
voters return their voted ballots by mail, you may choose to return your ballot in person to the Yolo 
County Elections Office in Woodland or to any official ballot drop off location in California. You may 
also authorize certain people to return your ballot, but you must sign your envelope where required 
and the designee must sign the authorization section on the return envelope, or we cannot accept 

your ballot from that person. 

3. PLAN TO HAVE YOUR BALLOT ARRIVE ON TIME. If you hand-deliver your ballot, it must be 

received by the Yolo County Elections Office in Woodland or at any official ballot drop box location 

in California no later than 8:00 PM on Election Day for it to count. If you return your ballot by mail, 

no postage is necessary. Make sure to check with your local post office for current days/hours of 

operation, as your ballot must be postmarked on or before Election Day and received within 7 days 

after Election Day or it cannot be counted. We suggest you mail your ballot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For more information, visit www.yoloelections.org and/or call (530) 666-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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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2021 년 소환 조사 유권자 경보정보 세대 고지 우편엽서 

 

  IMPORTANT CHANGES TO THE RECALL ELECTION  
 

 A ballot for the September 14, 2021 California Gubernatorial Recall  

Election will be mailed to all active voters beginning August 16, 2021. No 

request is necessary. 

 No postage is necessary to return your ballot by mail. You may also return 
your ballot to any of our secure Ballot Drop Boxes. These locations can be 
found at yoloelections.org and in the Voter Information Guide that will be mailed 
to you at the end of August. 

 

Please check your registration information at VoterStatus.sos.ca.gov to 

confirm that you are registered and that your ballot will arrive at your correct 

address. 
 

 Sign up at WheresMyBallot.sos.ca.gov to track your ballot and receive 
notifications on the mailing and counting of your ballot through automatic email, 
text or voice call notifications 

 

 Our  Remote Accessible Vote-by-Mail (RAVBM) system provides an accessible 
option for voters to receive their ballots digitally at home and mark them 
independently  and  privately before  returning   them to us. Visit yoloelections.org 
or call us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ptember 14, 2021 Election, any 
registered voter may use the RAVBM option. 

 

 Language assistance is available for in-person voting at all Voter Assistance 
Centers. We provide translated facsimile ballots in Chinese, Korean, Punjabi, 
Russian and Spanish for reference purposes only. You can call our Elections 
Office to request a facsimile translated ballot by mail. 

 

 In-person voting will take place at Voter Assistance Centers - there will be 
no neighborhood polling places. We will operate 13 Vote Assistance Centers 
throughout the county between September 11 and September 14. The 
locations and hours of operation are listed at yoloelections.org or in the Voter 
Information Guide you will receive by mail. 

DID YOUR ADDRESS CHANGE? If you’ve interacted with the DMV since April of 2018, your voter 
registration information may have been inadvertently changed. It’s important to your voter status,  
political party vote-by-mail status and information to make sure you are still registered correctly. Please  
check your registration at VoterStatus.sos.ca.gov and if necessary update your information at least 15 days 
prior to the next election or you may be required to vote using a provisional ballot. 
 

  

YOLO COUNTY ELECTIONS OFFICE 
625 COURT STREET, SUITE B-05 

WOODLAND, CA 9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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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2020 년 11 월 총선 광고판 메시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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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소환 선거 도시별 신문 광고 메시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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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소환 선거 이중언어 고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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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소환 선거 메시지 배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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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및 

공간 데이터 

 
EAP 최종안 부록 H 

 

Yolo 카운티 

California 유권자 선택법 

선거 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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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H | 지도 및 공간 데이터 

선거구, 인구조사 표준지역 및 기타 공간 분석 내용이 들어있는 맞춤형 지도는 ACE 지리정보시스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GIS) 팀에서 2022년 6월 7일 직접 예비 선거 준비를 위해 선거구 

재조정 절차를 완료한 이후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출처 및 인용 관련 사항은 아래에 나오는 지도 

별로 제공됩니다. 

 투표 센터 지도 

EC §4005(a)(10)(I)(vi)(V) 

2020년 대통령 총선과 2021년 주지사 소환 선거에서 사용된 다수의 장소가 2022년 6월 주 직접 

예비 선거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도는 선거별로 공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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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년 11 월 유권자 지원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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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년 9 월 유권자 지원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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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용지 투입함 지도 

EC §4005(a)(10)(I)(vi)(V) 

2020년 대통령 총선과 2021년 주지사 소환 선거에서 사용된 다수의 장소가 2022년 6월 주 직접 

예비 선거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도는 선거별로 공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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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년 11 월 공식 투표용지 투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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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년 9 월 공식 투표용지 투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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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 교통 노선  

대중 교통 지도 스크린샷은 https://ca.cidsitingtool.org/ 에서 제공하였습니다. 

 

 카운티 전역 

 

 

 

  

https://ca.cidsitingtoo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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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vis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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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st Sacramento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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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odland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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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편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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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민주주의 센터(Center for Inclusive Democracy) 지도 

포용적 민주주의 센터(Center for Inclusive Democracy, CID)의 지도는 온라인 도구로부터 

나왔습니다. 아래의 지도는 "Siting Tool(구획 도구)”를 사용하며 제안하는 투표 센터 및 투입함 

위치에 한해 표시합니다. 

 

https://ca.cidsitingtool.org/county.html?county=113  

  

https://ca.cidsitingtool.org/county.html?county=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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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투표 사용률이 낮은 지역 

또한, CID 구획 도구에는 인구조사 표준지역별 인구통계 및 선거 관련 데이터를 나타내는 지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부 데이터 출처는 2010 년 인구 조사이며 다른 데이터 출처는 미국 지역사회 

조사 5 년 추정치(2015-2019)입니다. 또한 YCE 는 선거구별 우편투표용지 사용률에 관한 지도 또는 

히트맵을 준비할 예정입니다.(본 부록에 예시되지 않음). 

2020 년 우편투표율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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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우편투표율 - 아시아계 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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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우편투표율 - 라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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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우편투표율 - 청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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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티 인구통계의 공간 분석 

투표 센터 및 투표용지 투입함의 구획 요건과 관련하여 사용 가능한 대부분의 데이터는 인구조사 

표준지역을 통해 분석합니다. 유권자 선택법(Voter's Choice Act, VCA) 요건과 관련한 일부 데이터가 

표에 나와있습니다. 해당 표는 인구조사 표준지역을 참조합니다. 아래는 Yolo 카운티의 2020 년도 

인구조사 표준지역 참조 지도를 나타냅니다. 

https://www2.census.gov/geo/maps/DC2020/PL20/st06_ca/censustract_maps/c06113_yolo/DC20CT_C

06113.pdf 

 

 

  

https://www2.census.gov/geo/maps/DC2020/PL20/st06_ca/censustract_maps/c06113_yolo/DC20CT_C06113.pdf
https://www2.census.gov/geo/maps/DC2020/PL20/st06_ca/censustract_maps/c06113_yolo/DC20CT_C061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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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 언어 지역사회 

EC §4005(a)(10)(I)(i)(V) 

2021 현재 주 국무장관이 Yolo 카운티 소수 언어 지역사회에 대한 상세 지도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이해하기 위한 투자 덕분에 YCE 는 Yolo 카운티 내 소수 언어 

집단의 위치 및 필요 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제한적 영어 능력(Limited English 

proficiency, LEP)을 지닌 인구에 대한 2019 년도 인구조사 표준지역별 미국 지역사회 조사 

(American Community Survey, ACS) 데이터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표 20 인구조사 표준지역 및 LEP 가구 

인구조사 표준지역 

LEP 에 해당하는 가구 % 

스페인어 
기타 인도-

유럽계 언어 

아시아계 및 

태평양 섬 언어 
기타 언어 

인구조사 표준지역 101.01 6.62% 5.69% 0.97% 0.00% 

인구조사 표준지역 101.02 7.17% 9.04% 0.68% 0.00% 

인구조사 표준지역 102.01 3.01% 0.00% 0.00% 0.00% 

인구조사 표준지역 102.03 8.13% 0.54% 2.06% 0.00% 

인구조사 표준지역 102.04 8.46% 4.54% 0.00% 0.43% 

인구조사 표준지역 103.02 0.00% 0.80% 2.58% 0.00% 

인구조사 표준지역 103.10 0.50% 2.06% 1.73% 0.00% 

인구조사 표준지역 103.12 1.11% 0.32% 0.32% 0.00% 

인구조사 표준지역 104.01 0.61% 0.50% 1.67% 0.00% 

인구조사 표준지역 104.02 1.17% 0.00% 0.55% 0.00% 

인구조사 표준지역 105.01 0.00% 0.73% 12.12% 0.00% 

인구조사 표준지역 105.05 2.47% 0.00% 2.96% 0.00% 

인구조사 표준지역 105.08 0.00% 0.50% 0.90% 0.00% 

인구조사 표준지역 105.09 0.00% 0.00% 2.37% 0.00% 

인구조사 표준지역 105.10 0.00% 0.00% 1.97% 0.00% 

인구조사 표준지역 105.11 0.00% 0.00% 5.06% 0.00% 

인구조사 표준지역 105.12 0.00% 0.32% 2.86% 0.00% 

인구조사 표준지역 105.13 0.00% 0.81% 0.81% 0.00% 

인구조사 표준지역 106.02 0.71% 0.59% 6.47% 0.00% 

인구조사 표준지역 106.05 0.00% 0.69% 2.34% 0.00% 

인구조사 표준지역 106.06 0.53% 0.00% 1.57% 0.00% 

인구조사 표준지역 106.07 0.25% 0.63% 6.60% 0.00% 

인구조사 표준지역 106.08 2.54% 0.44% 4.14%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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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조사 표준지역 

LEP 에 해당하는 가구 %/ 

스페인어 
기타 인도-

유럽계 언어 

아시아계 및 

태평양 섬 언어 
기타 언어 

인구조사 표준지역 107.01 1.38% 0.00% 1.71% 0.00% 

인구조사 표준지역 107.03 0.00% 0.42% 3.17% 0.00% 

인구조사 표준지역 107.04 0.00% 0.00% 1.59% 0.23% 

인구조사 표준지역 108 13.44% 0.00% 0.00% 0.45% 

인구조사 표준지역 109.01 6.56% 0.00% 0.00% 0.00% 

인구조사 표준지역 109.02 3.43% 0.00% 2.16% 0.00% 

인구조사 표준지역 110.01 11.25% 0.44% 0.73% 0.00% 

인구조사 표준지역 110.02 2.00% 0.00% 0.00% 0.00% 

인구조사 표준지역 111.01 6.84% 0.00% 0.00% 0.00% 

인구조사 표준지역 111.02 6.22% 3.11% 0.00% 0.00% 

인구조사 표준지역 111.03 1.84% 1.17% 0.00% 0.00% 

인구조사 표준지역 112.03 0.00% 0.00% 0.00% 0.00% 

인구조사 표준지역 112.04 3.73% 0.00% 0.59% 0.00% 

인구조사 표준지역 112.05 4.75% 1.51% 0.50% 0.00% 

인구조사 표준지역 112.06 4.02% 0.00% 2.62% 0.00% 

인구조사 표준지역 113 6.44% 0.00% 0.00% 0.00% 

인구조사 표준지역 114 4.87% 0.00% 1.02% 0.00% 

인구조사 표준지역 115 4.67% 0.00%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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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D 구획 도구는 언어별로 제한적 영어 능력을 세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지도에는 

LEP 에 해당하는 전체 인구의 퍼센트별로 카운티가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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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세 이상의 장애인 

아래의 CID 지도에는 미국 지역사회 조사 5년 추정치(2015-2019)에서 사용한 인구조사 

표준지역별로 장애인으로 보고한 인구의 퍼센트가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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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미소유 세대 

아래의 CID 지도에는 미국 지역사회 조사 5년 추정치(2015-2019)에서 사용한 인구조사 

표준지역별로 차량 이용이 제한적인 인구의 퍼센트가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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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세 이상의 빈곤층 

아래의 CID 지도에는 미국 지역사회 조사 5년 추정치(2015-2019)에서 사용한 인구조사 

표준지역별로 빈곤층에 속한 인구의 퍼센트가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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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해당자로서 아직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주민 

아래의 CID 지도에는 투표 해당자로서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주민의 퍼센트가 나와 있습니다. 

인구조사 표준지역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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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의견 

 
EAP 최종안 부록 I 

Yolo 카운티 

California 유권자 선택법 

선거 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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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 | 일반인 의견 

출력한 이메일과 회의에서 나온 의견에 대한 기록이 공개 자문 및 검토가 진행되면서 본 섹션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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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lo 카운티 

California 유권자 선택법 

선거 관리 계획 

비상 대응  

계획 샘플 
 

(September 2021 
Recall Election) 

 

EAP 최종안 부록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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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J | 비상 대응 계획 샘플 

EC §§4005(a)(10)(I)(iv), 4005(a)(10)(I)(vi)(VIII)(ia) 및 4005(a)(10)(I)(vi )(VIII)(ib) 

서문 
 

접근성이 좋고 공정하며 투명한 선거 서비스를 통해, Yolo 카운티 주민들에게 청렴함과 자부심을 

가지고 섬기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는 중요한 선거 기간 동안 

자연재해 또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아래와 같은 재난 및 비상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본 절차와 지침은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며 각 선거에 

맞게 조정됩니다. 전화번호 및 장소와 같은 현재 선거와 관련된 문서는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는 주 또는 카운티 공무원이 이미 수립한 기존의 비상 또는 재난 계획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Yolo 카운티에서 채택한 해당 계획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비상 계획은 직원 규모, 

카운티 규모, 가용 시설, 재정적 제약, 사용된 투표 기술과 같은 요인에 따라 주 전역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비상사태 시 주지사, 주 국무장관, 입법부 및 지방 공무원이 서로 그리고 대중과도 명확하게 자주 

의사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olo 카운티 선거는 모든 비상사태에서 대중에게 정확한 정보와 

투표에 접근할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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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등록관 

 

 

 

 

Yolo 카운티 선거 비상 대응 계획 

직원이 법 집행이나 의료 지원이 필요한 비상사태를 인지한 경우 911 또는 3-911(카운티 전화)에 

전화하여 현장 관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람들의 신변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는 비상사태로 인해 발생한 경보의 정도에 따라 비상 사태에 대한 대응을 

판단합니다.  

 

 경보 등급 #1: 보안 강화 

평가원/서기-기록관/선거 관리부서장(Assessor/Clerk-Recorder/Elections Department Head, ACE DH) 

또는 법 집행 기관이 지정한 보안 조치가 강화되면, ACE DH 는 적절한 경우 응급 서비스국과 

협력하여 다음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투표를 위한 유권자의 건물 출입,  

 지속적인 직원의 투표용지 집계, 또는 

 일반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한 일반인의 출입.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가 건물의 장기간 소개로 인해 절차 진행을 대체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는 가능한 한 빨리 대체 운영 장소의 위치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직원이 수상한 사람이나 물건을 인지한 경우 해당 직원은 직속 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직속 

관리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운영진에게 알립니다.  수상한 물건은 어떤 방식으로도 

조사하거나 변조해서는 안 되며 수상한 사람에게 질문을 하거나 대면해서는 안 됩니다.  직원이 

급박한 위험에 처한 경우 911 또는 3-911(카운티 전화로)에 전화합니다. 

 경보 등급 #2: 일반인 및 직원 대피 

위에서 논의한 표준 및 강화된 보안 조치 외에 지정된 직원은 대피를 위해 다음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경보가 울리면 가장 가까운 출구를 통해 침착하게 즉시 대피하도록 일반인에게 알립니다. 

 대피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포함한 일반인을 돕습니다. 

 문을 잠그고 중요한 기록과 투표용지를 확보합니다. 

 지정된 집합 장소로 이동하여 함께 머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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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회 사무소 운영진이 대체 장소를 승인합니다. 

 긴급 메시지를 음성 사서함과 피해를 입은 건물에 게시합니다. 

 가능하면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전화선을 대체 장소로 착신합니다. 

 피해를 입은 건물에 없는 직원에게 건물 상태를 휴대전화로 알립니다. 

 투표 시스템을 수거합니다. 

 미리 지정된 직원은 피해를 입은 건물의 각 사무실을 확인하고 퇴실 후 문을 닫습니다. 

 

대피 절차는 본 설명서의 "시나리오" 섹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기본 보안 표준 

Yolo 카운티의 비상 대비 계획은 기반은 항상 운영되는 일련의 보안 표준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는 위험을 완화하고 선거의 보안과 무결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역할 분담 및 권한 위임 

비상사태 발생 시 ACE DH 는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운영에 관한 모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ACE DH 가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모든 권한은 기술 대행인(Deputy of Technology, DoT), 

선거 관리 대행인(Deputy of Elections Manage, DoE), 선거 감독관(Election Supervisor, ES)의 순서로 

이관됩니다. 지명된 사람 중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권한은 가능한 가장 높은 

직원에게 이양해야 합니다. 

 

안전한 장소에 있을 때 ACE DH 와 그들이 지명한 사람 및 직원이 모여 손상 평가를 수행하고, 가능한 

경우 시스템 복원을 개시하며 비상사태의 특성에 따라 어떤 작업을 계속해야 하는지 또는 계속할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회의의 결과에 따라 ACE DH 가 필요한 직원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역할에 지정된 개인과 그들의 예비 인력은 선거 때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정 직원 

목록과 연락처 정보는 첨부 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훈련 / 신입 직원 오리엔테이션  

관지라는 신입 직원에게 이 정책의 내용을 알립니다. 모든 직원은 대피 경로와 집합 장소를 숙지해야 

합니다.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는 모든 인력이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의 

비상 계획을 숙지할 수 있도록 선거 주기의 다양한 시기에 훈련을 실시할 것입니다. 

 

 소화기, 구급상자, 손전등 및 물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는 소화기, 구급상자, 손전등 및 물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는 정기적으로 소화기를 유지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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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는 세 곳에 있습니다. 

 문과 부속실 근처의 스캐너 구역 

 전자레인지 근처 주방 

 휴게실 문 옆 벽에 있는 부속실 

 

구급상자가 주방 구역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의 안전 

코디네이터는 구급상자를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전등은 부속실과 각 개인작업공간에 있습니다. 배터리는 각 선거 전에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음용수는 주방 내 수도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생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투표용지, 신청서, 컴퓨터 및 기타 장비를 물과 연기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각 업무구역과 부속실에 방수포를 보관합니다. 

 

 물리적 조치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안내 카운터 구역에서 아트리움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카메라 감시를 통해 모니터링됩니다. 모든 보안 직원이 있는 구역은 항상 폐쇄되어야 

합니다. 방문자는 방문자 일지에 서명하고 방문자 명찰을 착용해야 합니다. 방문객은 최소 

한 명의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룸에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의 컴퓨터 서버실은 항상 물리적 자물쇠와 열쇠로 

출입시 안전이 확보됩니다. ACE DoT와 Yolo 카운티 정보기술팀의 일부 구성원에 한해 

서버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부속실은 승인된 인력이 접근할 수 있으며 선거구 기반 투표 장비가 있습니다. Hart InterCivic 

투표 장비(Verity Print와 Touch Writer, Tenex Software Solutions ePollbooks 및 Red River 

Cradlepoint MiFi Solutions)는 자물쇠와 변조 방지 봉인이 문에 장착된 잠금 케이지에 

보관됩니다. 봉인의 고유 일련 번호는 케이지의 입구 옆 기록 일지에 기록되어 있으며 

케이지가 열릴 때마다 확인됩니다. 부속실로 통하는 이중문은 투표용지가 현장에 있는 동안 

변조 방지 봉인으로 밀봉되어 있습니다. 각 봉인의 고유 일련번호는 봉인을 제거하고 

교체할 때 기록됩니다. 봉인의 일련번호가 기록과 일치하지 않으면 직원은 즉시 담당 

관리자에게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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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보안 위험 관리 

선거 관리 시스템은 일상적이고 복잡한 작업 모두에 효율성을 제공하고 자동화하기 위해 정보 기술 

솔루션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의존성은 또한 이와 관련된 고유의 취약성과 위험을 

수반합니다. 사이버 보안 위험에 대한 최선의 완화책은 준비, 예방 및 교육입니다.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는 예방 활동에 참여하여 데이터 보호를 위한 특정 침입 탐지 및 대응 기술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피싱 사기 및 사회 공학 기법과 같은 가장 일반적인 위협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합니다. 

 직원과 함께 모의 연습을 수행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보장하기 위해 사고 

보고 검토 및 대응 절차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정기적으로 취약성 평가, 완화 정도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소프트웨어 패치를 설치합니다. 

 절차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이미 조직된 사고 대응 팀을 교육합니다. 특히 근무 시간 외 IT 

지원을 위해 팀에 최신 연락처 정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정 접근을 제한하여 무단 접근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합니다. 

 시스템의 정보 변경 사항이 철저하게 기록되는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기록에 대한 자동화된 

검토와 인적 검토를 모두 사용합니다.  

 모의 시나리오에서 서버 복원을 연습합니다. 
 

 근무 시간 외 비상사태 

보안관, 시 경찰,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카운티 행정관 사무소(County Administrative 

Officer, CAO) 사무소 또는 경보 회사는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하는 비상사태를 ACE DH 에 알립니다.  

비상사태가 선정된 직원이 중요한 정보와 데이터 서버를 회수하기 위해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사건이라면, ACE DH 는 이를 직원에게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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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티 행정부 건물의 소개 

건물 소개가 필요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선거 보존을 위한 보안 조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선거 기간 

중의 시점에 따라 특정 운영팀을 위한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정 유형의 사고는 카운티 교육 

및 정책에 따른 특정 대응을 수반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화재는 심각한 지진이나 총격 사건과 

다르게 처리됩니다.  모든 경우에 선거 관리인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모든 직원에게 연락하고 모든 고객을 안내 카운터 구역 또는 가장 근처의 구역으로 

대피시킵니다. 모든 직원(정규직 및 비정규직)은 즉시 건물을 떠나 지정된 집합 

장소( Woodland 공공도서관[Woodland Public Library]의 장미정원[Rose Garden])에 보고해야 

합니다. 고객이 필요에 따라 안전을 유지하고 설명을 듣기 위해 카운티 직원과 합류하는 것은 

환영합니다만 이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2. 사무실 외부의 선거 관리 담당자(Election Manager, EM) EM 관리하는 최신 공급업체 및 비상 

연락처 목록을 보관하고 확보합니다. 이를 통해 특히 선거 용품을 복사하거나 재주문해야 할 

경우, 중요한 직원에게 쉽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 정보는 본 EAP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저희 사무소로 문의하십시오. 

 

기타 절차는 아래에 표시된 운영팀 관리자와 중간 관리자가 조정합니다. 

 

 우편 투표 

건물 소개(화재, 홍수, 폭탄 위협 또는 구조물 파괴) 시 또는 사고 후 ACE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개인의 

안전과 시간이 확보되는 경우: 

 

• 필요한 경우 투표용지를 덮을 방수포나 비닐을 확보합니다. 

• 투표용지를 안전한 장소로 옮기거나 방수포나 비닐로 덮습니다. 

• 필요한 경우 개인 컴퓨터(Personal Computer, PC) 및 중장비(예: 봉투 분류기, 투표용지 

추출기, 프린터, 스캐너 등)를 덮습니다. 
 

 캠페인 서비스 

건물 소개(화재, 홍수, 폭탄 위협 또는 구조물 파괴)의 경우 또는 사고 후 ACE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개인의 안전과 시간이 가능한 경우, 건물에서 다음 항목을 옮겨야 합니다. 

 

• 현금 보관함 및 영수증 

• CFMR001(후보 증명 목록[Candidate Proof List]) 사본(검은색 관리 폴더에 있음) 

• 후보 파일/폴더(검은색 관리 폴더 및 컬러 아코디언 파일에 있음) 

• 법안 폴더(검은색 관리 폴더에 있음) 

• 선거 폴더(검은색 관리 폴더에 있음) 

• 후보자 및 법안 증명서(검은색  관리 폴더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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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지명 패킷(검은색 관리 폴더에 있음) 

• 카운티 인감 및 등록관 인장(안내카운터에 있음) 

• 개인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 다른 품목을 수거하거나 덮거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위의 문서와 파일은 PC 를 통해 DFM 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직원이 다른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처리를 진행하게 합니다. 당국은 조건부로 후보자를 제출하면서 후보자가 출마할 자격이 없는 

경우(예: 관할권 외부에 거주하는 경우 등) 연락을 취할 것이라는 점을 알리게 됩니다. DFM 을 

사용하여 다시 온라인 접속이 재개되면 문서를 인쇄하고 후보자를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으며 수일 

내로 정상적인 업무 운영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등록 및 지원 서비스 

건물 소개(화재, 홍수, 폭탄 위협 또는 구조물 기능 장애) 시 또는 사후 ACE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개인 안전과 시간이 확보되는 경우: 

 

• 방수포 또는 두꺼운 비닐로 컴퓨터를 덮습니다. 

• 스캔되지 않은 상태로 선거 관리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지 않은 가장 최근의 등록 

진술서를 덮습니다. 

• 내부에 있는 모든 증명용 신청서를 덮습니다. 

• 지원을 위한 검은색 물품 가방을 수거합니다. 

• 개인 안전이 보장되는 경우 다른 항목을 수거하거나, 덮거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선거구 운영 

화재, 폭탄, 홍수 등으로 인해 투표 기간 중 또는 그 이전에 건물 소개가 필요한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모든 직원(정규직 및 비정규직)은 즉시 건물을 떠나 지정된 집합 장소(Woodland 

공공도서관[Woodland Public Library]의 장미정원[Rose Garden])에 보고해야 합니다. 
 

2. 다음 항목은 시간과 개인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 중요도에 따라 건물을 떠나기 전에 입수해야 

합니다. 

• 소화기/팩스 기기에서 가장 가까운 캐비닛에 있는 안정장치의 썸 드라이브*에 다음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 장비 배송 및 투입함/수거 업체 연락처 

▪ 재고 목록(창고 보관, 최신 버전) 

▪ 기록 보관 목록(창고 보관, 최신 버전) 

▪ 유권자 지원 센터/투표장소("투표소 위치") 및 투표용지 투입함 위치에 대해 

연락처를 포함하는 전체 목록 

▪ 선거 공무원의 전체 목록(E-15에서 썸 드라이브로 업데이트하고 E-5에서 다시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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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E 사무소에서 보관하는 경우에 부서 노트북 컴퓨터 2대 

• 잠금 상태의 케이지 보관 구역에 보관하는 Red River Cradlepoint MiFi Solution 1개 

 

*썸 드라이브의 모든 보고서/정보가 최신 상태이고 다가오는 선거와의 관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DoT 의 책임입니다. 

 

3. 집합 장소에 안전하게 도착하면 DoE 또는 ES가 노트북에 썸 드라이브를 로드합니다. 
 

4. 그런 다음 ES는 투표 장소 유권자 지원 센터(Voter Assistance Center, VAC) 관리자의 목록을 

배분하여 직원이 전화를 걸도록 합니다. 검사관에게 다음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선거구 운영 코디네이터의 휴대전화 번호 

• 투표용지 및/또는 장비 반환을 위한 대체 투표용지 투입함 장소 

• 투표소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대체 전화번호 
 

투표소 직원은 기술 지원 팀이나 사무소 직원이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투표소 직원 교육 설명서의 

지침을 따릅니다. 

 

비선거 특정 소개에는 부서 노트북과 인터넷 및 선거 정보 관리시스템(Electio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EIMS) 액세스를 위한 Red River Cradlepoint MiFi Solution 케이스를 확보해야 

합니다. DoE, DoT 및 ES 는 가상 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 VPN) 원격 액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처리 구역 

건물 소개가 필요한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지정된 집합 장소로 이동합니다. 모든 안전 교육에는 지정된 집합 장소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중간 관리 직원이 Woodland 공공 도서관의 장미 정원으로 인력을 안내합니다. 
 

2. 처리 구역 중간 관리자는 임시 직원을 위한 로그인 시트를 조달하고 ES가 당일 건물에 있는 

모든 인력의 소재를 파악하도록 돕습니다. 
 

3. 시간과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 DoT 및/또는 ES는 다음을 감독합니다.  

• 중요도에 따라 옮길 선거 자료 및 문서 목록: 

o 기표된 모든 투표용지의 현황: (미개봉, 미처리, 분류 완료, 이의 제기, 스캔 완료, 판정 

완료, 손상/복제) 이 프로세스는 특정 구역에 초점을 맞춘 소규모 팀에 의해 수행되며 

내보내기 전에 모든 트레이, 케이지 및 상자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o 공식 투표용지 

o 인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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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장소를 설정하는 모든 경우에 해당 장소는 다음과 같은 선거 자료를 수령하고 확보해야 합니다. 

• 공식 투표용지 

o 검사관은 우편 투표용지와 잠정적 투표용지를 포함하여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전달합니다. 

o 빈 투표용지 

o 추가 선거 용품 및 장비 
 

대체 장소에서 안전하게 다음을 수행합니다. 

• 보안관 보안 부서(Sheriff’s Department for Security)와 협력 

• 선거 장비 수거 일정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배송 업체와 협력합니다. 

 

보관 장비(팔레트, 바구니, 카트, 팔레트 잭 및 우편함)가 없는 경우 모든 선거 용품 및 장비는 손으로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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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시나리오 
 

 투표 시스템 및 기술 

비상시에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DoT 와 사전에 지정된 직원은 선거 자료가 포함된 컴퓨터를 지원 자료와 함께 보호하고 그룹 대피 

장소로 운반할 책임이 있습니다. 선거 장비 및 지원 자료는 선거 과정을 통해 저장 및 

업데이트됩니다. 보조 컨테이너는 현재 정책 및 절차 설명서에 설명된 바와 같이 다음을 포함하게 

됩니다. 

 

• 아래에 열거된 데이터와 응용 프로그램이 로드된 USB 외장 하드 드라이브. 

o 현재 선거 데이터(DFM EIMS의 투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o 선거 투표용지 PDF 

o 유권자 정보 안내 신청서 

o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 

•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 PDF 

• Hart Verity 집계용 컴퓨터 한(1) 대 

• Hart Verity 중앙 서버 컴퓨터 두(2) 대 

• 모니터, 키보드 및 마우스 각 한(1) 개 

• DFM EIMS가 설치된 노트북 두(2) 대 

• Red River Cradlepoint 네트워크 장치 한(1) 대 

• 피해를 입은 각 투표장소의 모든 ePollbook, Verity Touch Writer, Verity Printer 및 Red River 

Cradlepoint 장치 
 

1. 정전이 발생한 경우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DoT 는 다음을 보장합니다. 

• 모든 투표 시스템 및 기술직원의 소재를 확인 완료합니다. 

• 지정된 직원을 비선거 모드에서 투표 집계실에 배정합니다. 선거가 진행 중일 때 이 

집계실에 두 사람을 배정합니다. 

• 서버실 점검을 위해 지정된 직원이 배정되었습니다. 

• 모든 지정된 직원은 최초 점검 시 및 이후 15분마다 발급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DoT에 

자신의 현황을 알려야 합니다. 

• 전력이 복구되면 지정된 각 직원은 각자의 담당 구역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 각 직원은 해당 구역에 대한 최종 검사를 수행한 후 결과를 DoT에 보고합니다. 

• 건물에서 대피한 경우 - 항목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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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전이 발생하고 투표소 구역에 발전기 전원이 공급되는 경우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DoT 는 다음을 보장합니다. 

• 모든 투표 시스템 및 기술직원의 소재를 확인 완료합니다. 

• 지정된 직원을 비선거 모드에서 투표 집계실에 배정합니다. 선거가 진행 중일 때 이 

집계실에 두 사람을 배정합니다. 

• 지정된 모든 직원은 각자의 구역에 전기가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각 구역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사소통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 모든 지정된 직원은 최초 점검 시 및 이후 15분마다 발급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DoT에 

자신의 현황을 알려야 합니다. 

• 전력이 복구되면 지정된 각 직원은 각자의 담당 구역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3. Tenex Precinct Central 전자 선거인 명부가 완전히 고장 난 경우: 

• DoT가 문제를 조사합니다. 

• 문제 해결을 위해 공급업체에 연락합니다. 

• 문제가 지속되고 모든 ePollbook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모든 투표소에 즉시 종이로 

만든 비상 마스터 유권자 명부 목록을 제공합니다. 

• 투표소는 종이로 만든 유권자 비상 명부를 사용하여 유권자를 계속 확인합니다. 
 

 사이버 보안 사고 대응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 사이버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DoT는 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상당하더라도 즉시 Yolo 카운티 최고 기술 책임자(County Chief Technology Officer) 

및 주 구무장관실에 연락하여 당시의 모든 세부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주 국무장관실은 부처 간 지원 노력을 조정할 것입니다. 주 국무장관실은 California 응급 서비스 

사무소(Office of Emergency Services), California 주방위군(National Guard), 국토안보부(Homeland 

Security) 및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과 같은 주 및 연방 협력 기관에게 알릴 

것입니다. 주 국무장관실은 선거 사이버 사고 대응(Elections Cyber Incident Response)팀을 가동하고 

Yolo 카운티 공무원이 사건 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사이버 보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국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네트워크 노출을 제한하는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워크스테이션 또는 무선이나 

블루투스 접근을 포함하여 피해를 입은 장비를 네트워크에서 분리합니다. 그러나 기기의 

전원을 끄지 않습니다. 범죄 과학 수사 증거를 보존하면 복구에 도움이 됩니다. 

 해당 워크스테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네트워크 연결을 평가하고 사고가 추가 네트워크 

장소로 확산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활동, 결정 및 수행된 단계를 기록해 두십시오. 향후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손상 

지표를 수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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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국무장관실, 투표 시스템 공급업체 또는 선거 관리 시스템 공급업체 및 해당하는 경우 

지역, 주 또는 연방 법 집행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또한 주 국무장관은 사이버 사고가 

발생하는 동안 주 및 연방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단일 투표소에서의 비상사태 

긴급 상황에서 Yolo 카운티는 사람들의 물리적 안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당국의 임무는 

모든 유권자가 투표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투표소에서의 절차는 사람들의 안전에 중점을 두고 투표 절차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합니다. 

 

비상 공급 키트는 다음 장비와 함께 모든 투표소에 제공됩니다. 

 구급상자 

 손전등 

 통신 계획 

 비상 연락처 목록 

 보조 투표 자료(가능한 경우,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 유권자 명부, 잠정적 투표용지 및 

투표 기계) 

 

필요에 따라 추가 용품을 해당 위치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비상 보조 조명 

 발전기 

 투표 기계 및 장비 

 

투표 장소에서 투표를 방해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VAC 관리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안전이 확보되는 대로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 통보하여 투표장소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음을 알립니다. 사무소와 지역 비상 인력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가 투표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건물 인력 및 / 또는 기타 응급 인력과 협의한 후, 투표를 

계속하기 위해 구내의 다른 사무실이나 인근 장소로 투표함, 표지판, 용품 등을 옮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평가와 결정이 내려집니다. 

 새 장소로의 이전이 적절한 경우 ACE DH, DoE 및 DoT 는 이를 위해 투표장소 VC 관리자 및 

감독관(Rovers)과 협력합니다. 현장의 안전한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투표를 

계속할 수 있도록 종이 투표용지, 유권자 등록 목록, 표지판, 용품 등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정전이 발생하였고 안전한 환경임을 확인한 경우,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는 

투표소 직원에게 California 선거법 14299 절에 설명된 대체 투표 절차를 이용하여 발전기 및 

조명이 설치되는 동안 휴대전화 조명을 사용하여 유권자를 계속 돕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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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소에서 대피해야 하는 경우 VAC 관리자는 경찰 및/또는 기타 비상 인력과 협력하여 모든 

사람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의 안전에 대한 즉각적인 위험이 없는 

경우 VAC 관리자는 다음을 수행하여 가능한 한도까지 투표 절차 및 투표 자료의 무결성을 

보호해야 합니다. 

• 즉시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 연락하여 지침을 받습니다. 

• 미사용 투표용지의 맨 위에 있는 일련번호를 기록합니다. 

• 모든 투표 시스템의 전원을 끄고 안전한 장소로 옮깁니다. 

• 기표한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투표함을 모아서 안전한 장소로 옮깁니다. 

• 가능하면 2인 1팀으로 모든 자료를 옮겨야 합니다. 

 

대피 후 장소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 VAC 관리자는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 

연락해야 합니다. 

 정보 변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파견합니다. 

 필요한 물품을 보충합니다. 

 중단으로 인해 필요할 수 있는 모든 특별 지시 시항을 투표소 직원에게 알립니다.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카운티는 주 국무장관이 승인한 대체 투표 절차로 

전환해야 합니다. (선거법 14299 절.) 

투표소 또는 투표함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통신 관리자는 등록관과 

협력하여 언론에 대한 성명서를 작성하고 관리자 이사회(Board of Supervisor), 카운티 관리 

사무소(County Administration Office), 응급 서비스 사무소(Office of Emergency Services) 및 주 

국무장관실에 보낼 경보 정보를 준비합니다. 

 

 두 곳 이상의 투표소에 영향을 미치는 비상사태 

한 곳 이상의 투표소에 영향을 미치는 비상사태의 경우 투표소의 이전 및/또는 통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표소 직원, VAC 관리자 및/또는 Rover 는 다음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투표 장소와 투표용지 투입함으로 이동하도록 안내하는 장소 이전 

표지판을 게시합니다. 

 기표한 모든 투표용지를 모아서 가능한 경우 파란색의 운송백과 파란색의 우편 투표(Vote-by-

Mail, VBM) 및 노란색의 CVR/PROV 투표함에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투표함, 미사용 투표 용지, 투표 시스템을 수거하여 새로운 장소로 이동합니다. 

 최소 2 명의 투표소 직원, VAC 관리자 또는 Rover 가 항상 각 투표소의 투표용지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투표용지가 새 투표소로 안전하게 옮겨졌는지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선거 관리 사무소는 필요한 새 인감이나 기타 용품을 배달할 직원을 배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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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장소 

각 선거에 앞서 저희 사무소는 필요한 경우 더 많은 유권자를 처리할 수 있도록 대체 투표소 또는 

기존 투표소를 파악합니다. 이러한 대체 장소는 소개된 투표장소에서 이동해야 할 수도 있는 

유권자를 위해 사용됩니다. 준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구역 내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투표장소의 목록을 담당자 및 전화 번호와 함께 유지 

관리합니다. 

 비상사태 발생 시 적절한 기관에 연락할 수 있도록 각 투표소가 위치한 관할 구역에 

유의합니다(예: 도시 내 투표소를 위한 시 경찰). 

 추가 주차 및 교통 통제의 필요성을 평가합니다. 

 막판에 투표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유권자에게 새 위치를 알리기 위한 통보문을 이전  

위치에 게시합니다. 

 투표 장소 변경 사항을 언론에 알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에 이 정보를 

게시하고 주 국무장관실에 연락합니다. 

 막판에 투표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비상 투표소 표지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도시별로 예비 투표 장소를 

파악합니다. 

• Davis 

• West Sacramento 

• Winters 

• Woodland 
 

특정 선거 장소에 Error! Reference source not found. Error! Reference source not found. 페이지 

Error! Bookmark not defined.. 

 

 수거 경로 또는 현장 직원에 영향을 미치는 비상사태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직원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수거 경로가 투표소 이전의 영향을 받는 경우 Yolo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에 문의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호위할 것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나 투표 자료는 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인력이 

단독으로 점유할 수 없습니다.  

 현장의 Rover 에게 현장 상황과 투표용지 수거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 승인된 직원의 신원을 

알립니다. 비상사태 시 관리 연속성과 명령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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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시스템 장애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의 전화 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직원은 휴대 전화를 통해 (530) 406-5090 번으로 전화하여 통신 부서와 

연결 번호를 개설할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전화는 인터넷 전화 통화 규약(Voice Over Internet Protocol, VoIP) 

전화로서 정전 또는 인터넷/네트워크 중단 중에는 발신 전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신 

전화는 연결되므로 직원은 일반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가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한 특정 등록 또는 우편 투표 관련 질문으로 전화하는 경우, 직원이 유권자로부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기록한 다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회신합니다. 

 정전 또는 기술 장애 

정전이나 기술적인 문제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장애에 대해 미리 계획하고 

절차를 문서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제안 사항입니다. 

 

 Yolo 카운티는 지역 전력 회사 및 주 국무장관실과 협력하여 중요한 선거 기간 동안 계획된 

공공 안전 전원 차단(Public Safety Power Shutoff, PSPS) 이벤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전 시 모든 선거 자료는 최대한 빨리 확보하여 파손, 분실, 도난을 방지해야 합니다. 

안전한 장소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비상 조명(손전등, 배터리용 조명)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력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 관리 사무소의 본관과 기타 모든 투표소에 발전기가 

배치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는 발전기를 설치하는 과정을 알고 있으며 선거 전에 

발전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투표 시스템 보조 배터리는 각 선거 전에 검사합니다.  

 유권자 등록 데이터 및 선거 시스템 데이터와 같은 모든 전자 정보는 24시간 감시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안전한 외부에 있는 당사 서버에 저장됩니다. 이 외부 장치는 또한 보조 

발전기에도 완전히 연결됩니다. 

 본관이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사무실에 정전이 발생할 경우 데이터를 

보조 저장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Yolo 카운티 기술 책임자와 협력합니다. 

 보조 장비 및 카운티 외 대체 장소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동일한 투표 장비를 

갖춘 이웃 Solano 카운티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인력 또는 투표소 직원 부족 

인력 또는 투표소 직원이 부족할 경우 사무실이나 조기 투표일 또는 선거 당일 투표소의 정상적인 

업무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가 인력 부족을 둘러싼 잠재적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절별 결근을 모니터링하고 인지합니다. 정상적인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할 

수 있는 결근 임계값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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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근이 해당 임계값에 접근하거나 도달하는 경우 대응할 직원 교체 및 비상 계획을 수립합니다. 

 

 보조 사무실 직원 목록을 작성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투표소 직원 교체 절차를 

이해하도록 합니다. 

 

 투표소 직원 모집의 일환으로 특정 비율의 투표소 직원을 "대기" 상태로 지정합니다. 이 투표소 

직원이 선거 당일 아침에 지정된 투표소 대신 YCE 사무실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투표소 

직원은 부재 시 카운티의 모든 투표소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절차의 일환으로, 투표소 직원은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가 대기 투표소 

직원을 투표소로 보낼 때까지 유권자를 모집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팬데믹 동안, Yolo 카운티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는 주 및/또는 카운티 공표한 사항에 따른 

필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외부의 카운티 직원을 재난 서비스 

직원(Disaster Service Worker, DSW)으로 지정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선거 후 유세 기간  

유세 기간 동안 자연 재난 또는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점유하고 있는 사무소와 작업실을 즉시 확보합니다. 

 

기표된 모든 투표용지는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회수 및 보관됩니다. 시간이 된다면, 투표용지는 

안전한 보조 장소로 옮겨집니다. 

 

모든 컴퓨터, 중장비 및 투표 처리 장비를 확보합니다. 

 

가능한 경우 등록 진술서, 조건부 투표용지 및/또는 처리 및/또는 스캔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의 

잠정적 투표용지도 회수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는 주 국무장관과 모든 선거 관리 업체에 즉시 연락할 것입니다. 

 

우편 투표용지는 운영진에 의해 확보됩니다. 관리팀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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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투표용지는 체계적으로 확보됩니다. 

 기밀 투표 용지, 군 복무자 및 해외 시민 부재자 투표법(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UOCAVA) 팩스 투표 용지, 잠정적 투표용지 및 미처리 기타 반송된 투표 

용지가 있는지 투표 구역에서 확인합니다. 

 기표된 모든 투표용지의 전체 목록이 작성됩니다. 

 

 수동 시스템으로 선거 실시  

 

대이변이 발생한 경우,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는 수동으로 정확하고 투명한 선거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조건부/잠정적 절차를 통하여 종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적격성 확인, 개표, 선거 후 감사 및 기타 활동은 물리적인 수작업을 통해 진행합니다.  

 

모든 활동은 선거 자료의 보안과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관찰할 수 있도록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는 다양한 비상 통신 수단을 사용하여 활동별 시간과 장소를 

대중에게 알릴 것입니다. 

  



151 

비상 통신 계획 

비상사태나 투표 중단 시 평가원/서기-기록관/선거(Assessor/Clerk-Recorder/Elections, ACE) 관리 

팀과 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는 일반인에게 시기 적절하고 정확하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투명성과 무결성은 당국 지침의 원칙입니다. 

 

ACE 공공정보관(Public Information Officer, PIO)은 업무에 필수적인 직원을 위한 연락처 목록을 

작성하여 직원, 검사자 및 기타 필요한 당사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연락처 목록에는 ACE DH, 

IT  지원, 사법 기관, 유틸리티 회사, 운송 담당자, 시설  담당자(보조 시설 포함) 및 비상 시  연락할 수 

있는 기타 주요 공무원이 포함됩니다. 

 

ACE PIO 는 투표 장소가 사용되고 있음을 회사에 알리기 위해 선거일 이전에 전기, 전화, 인터넷 및 

상하수도  공급업체와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PIO 및 ACE 관리부서장 또는 지명자는 해당 회사에 

투표소 근처에서 전기, 전화, 인터넷  및/또는 물 부족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을  제한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PIO 는 중앙 언론 연락 담당자로 지정된 선거 담당 직원이며 모든 직원은 언론의 모든 질문을 이 선거 

담당 직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이 직원은 모든 지역 언론의 연락처 목록을 관리합니다. 선거 

시간의 변화, 투표 장소, 예상 선거 결과 발표 등에 관한 보도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배포해야 

합니다. 

 

ACE PIO 또는 ACE DH 는 다음을 통해 공공 서비스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Twitter, Instagram, Facebook) 

 웹사이트(yolocounty.org 및 yoloelections.org) 

 라디오 

 지역 인쇄 매체  

 지역 TV 방송국 

 고등학교 또는 기타 사업체의 전자 게시판 

 응급 서비스 사무소 

 인접  관할 구역 

 

 대체 통신  

인터넷, 인터넷 전화 통화 규약(VoIP) 전화 및/또는 휴대 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체 통신 

시스템이 사용됩니다. 시스템의 예로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팩시밀리 전송기(팩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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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는 서비스 중단 시 이러한 대안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역 유선 

전화 제공업체 및 카운티의 휴대 전화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기록의 보호 및 복구  

아래 항목은 필수 중요 기록으로 간주되며 비상사태의 성격과 범위에 따라 가능하면 건물에서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집계 완료 및 미집계 투표용지 

 모든 투표 시스템 구성 요소 

 기타 전자 데이터 저장 장치 

 유권자 목록 

 카운터 금전 등록기의 현금 및 수표 

 선출직 공무원의 선서를 포함한 서약서 

 

 집계 완료 및 미집계 투표용지  

일반적으로, 기표한 우편 투표용지는 해당 선거구별로 분류됩니다. 

 미집계 VBM: 미분류, 미서명; 보안실에 보관 

 미집계 VBM: 봉투 미개봉, 선거구로 분류 완료, 서명 확인 완료; 보안실에 보관 

 개표된 투표용지: 봉투가 개봉되었으나 배치 번호가 있는 봉인된 백에 있음; 보안실에 보관 

 개표된 투표용지: 배치 백 보관, 상자 보관, 스캔된 배치에 의해 분류됨; 잠금된 밀봉  

케이지에 보관 

 이의가 제기된 VBM 투표용지는 임시로 보안실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송달할 수 없는 VBM 투표용지는 DoE 의 잠긴 사무실에 임시로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이 투표용지를 건물에서 옮겨야 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직원은 백/상자를 봉인하고 새로운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 

건물에서 옮길 수 없는 경우 투표용지는 보안 케이지 중 하나에 둡니다. 

비어 있거나 미사용 투표용지는 옮길 시간이 없는 경우 남겨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ACE DH 

또는 지명한 사람이 직원에게 비어 있거나 사용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조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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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LO 카운티-

SOLANO 카운티 

상호 지원 양해각서  
 

EAP 최종안 부록 K 

 

Yolo 카운티 

California 유권자 선택법 

선거 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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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LO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0625 COURT STREET, ROOM B-05, WOODLAND CA 95695 

(전화) 530.666.8133 (팩스) 530.666.8123 

 

 

 

 

 

부록 K | 상호 지원 양해각서: 보조 비상 개표 서비스 협약 

 

이 계약 은 Solano("Solano") 카운티와 Yolo("Yolo") 카운티 사이에 2019년 11월19일에 체결됩니다. 

Solano와 Yolo는 때때로 여기에서 개별적으로 ("당사자"), 일괄적으로 ("양 당사자")라고 합니다. 

 

전문 

 

양 당사자는 개별 카운티에서 선거를 수행하기 위해 Hart Intercivic Verity Touch Writer 및 접근, 

인쇄, 빌드(Build), 집계 및 중앙 투표 시스템을 활용한 사실에 비추어, 또한 

 

양 당사자는 비상 보조 개표 서비스("개표 서비스")를 서로에게 제공하고자 한 사실에 비추어, 또한 

 

양 당사자는 아래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서로에게 개표 서비스를 제공할 용의가 활용한 사실에 

비추어. 

 

이제 이에 따라 앞서 언급한 설명과 여기에 포함된 상호 계약을 고려하여 당사자는 다음에 

동의합니다. 

 

전문. 상기 전문은 참조 문서를 통해 본 문서에 포함됩니다. 

 

 

 

투표용지의 개표 서비스 제공.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개표 시스템에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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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장애를 겪고 있는 카운티("요청 카운티")는 상대방("대응 카운티")에게 

개표 서비스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한 유권자 등록관 또는 그들이 지명한 사람이 

다른 등록관에게 전화로 요청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 대응 카운티는 

해당 카운티의 개표를 과도하게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응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요청 카운티에 개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대응 카운티의 투표 집계를 과도하게 방해하지 않고, 요청 카운티에서 어떤 개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은 대응 카운티 유권자 등록관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양 당사자의 행정적 의무.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개표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정적 의무를 집니다.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발효일 이후 가능한 한 조속히 각자의 투표용지 집계표 작성 절차를 교환한 

다음 상대방에게 각자의 절차 변경 사항을 적시에 통지합니다. 

 

양 당사자는 호환 가능한 개표 시스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양 당사자는 동일한 (Hart Intercivic Verity) 버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양 당사자는 PDF 투표용지 및 PDF 샘플 투표용지 사본이 로드된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각자 갖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요청 카운티는 대응 카운티에 중앙 집계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외장 하드 

드라이브 키를 제공합니다.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발효일 이후 가능한 한 조속히 집계 프로세스에 사용할 수 있는 중복 

시스템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 확인을 제공합니다. 

 

일방 당사자가 이중화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적절한 선거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가 

로드된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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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비용. 요청 카운티는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개표 서비스에 부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발생한 모든 직접 및 간접 비용을 대응 카운티에 보상합니다. 대응 카운티는 선거 후 60일 이내에 

이러한 부수적 비용에 대해 요청 카운티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요청 카운티는 수령 후 삼십(30)일 

이내에 청구서 비용을 지급합니다. 

 

면책.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된 개표 서비스에서 발생하거나 그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합리적인 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청구, 요구, 조치, 손실, 책임, 손해 및 비용으로부터 상대방,  

감독관 위원회, 임원, 대리인, 직원 및 자원 봉사자를 면책하고 방어하며 손해로부터 보호하는  

데 동의합니다.  

 

공지사항.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에 따른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해야 하는 통지, 요구, 요청, 

동의 또는 승인은 위의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직접 

송달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SOLANO측: YOLO측: 

Tim Flanagan Jesse Salinas 

Registrar of Voters/Chief Information Officer Assessor/Clerk-Recorder/Registrar of Voters 

675 Texas Street, Suite 2600 625 Court Street, Suite B-05 

Fairfield, CA 94533 Woodland, CA 95695 

전화번호:707-784-6675 전화번호:530-666-8133 

 

이러한 방식으로 개인으로 송달 또는 우편물을 보내는 것은 모든 경우에 적절하고 충분하며 

합법적인 통지 및 서비스를 구성합니다. 그러한 통신은 직접 송달된 경우 송달 시 또는 우편으로 

보낸 경우 미국 우정 관리국에 기탁된 즉시 수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주소 변경을 지정하는 서면 통지를 제공함으로써 후속 통지 및/또는 기타 통신이 발송될 수 

있는 주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수령 즉시 유효합니다. 

 

완전 합의 이 계약은 여기에 포함된 문제에 대한 당사자의 완전한 합의를 나타냅니다. 사전 구두 
또는 서면 합의는 본 계약에서 다루는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정 및 포기. 여기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 조건의 개조, 개정, 변경 또는 포기는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하지 않는 한 유효하지 않습니다. 불이행, 위반 또는 정지 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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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당사자의 포기는 다른 불이행, 위반 또는 정지 조건 또는 이에 따른 기타 권리의 포기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각 당사자와 해당 카운티 변호인단이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의 
어떤 조항에 대한 해석도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계약의 부본 본 계약은 부본으로 체결될 수 있고, 각 부본은 함께 하나의 문서를 구성하는 원본으로 
간주됩니다. 

 

해석.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동등하게 준비한 것으로 간주되며, 본 계약 및 그 개별 조항은 상대방이 
준비한 내용을 근거로 한 당사자에게 더 유리하게 이해되거나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상의 증거로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리인은 발효일 현재 본 계약 및 모든 첨부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Solano 카운티 Yolo 카운티 

서명자: 서명자: 

이름: 이름: 

직책: 직책: 

날짜: 날짜: 

 

양식에 대해 승인: 양식에 대해 승인: 

Bernadette S. Curry, County Counsel Philip J. Pogledich, County Counsel 

서명:  서명:  

Solano County Counsel Hope P. Welton, Senior Dep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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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L | 약어 및 용어집 

이 용어집의 목적은 선거 관리 계획을 읽는 사람이 전자 절차를 보다 잘 이해하고 문서에서 사용된 

일부 용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일부 용어의 명확한 설명과 미묘한 요건에 

대한 내용은 선거 관리 계획의 세부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약어 또는 용어 정의 설명 및 법 인용 

ACE Yolo 카운티 평가원/ 

서기-기록관/ 

선거부(Assessor/ 
Clerk-Recorder/Elections)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부의 평가원/서기-

기록관/등록관 부속 부서입니다. 

ADA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y Act) 

미국 장애인법(ADA)은 1990 년에 제정되었습니다. 

ADA 는 직업, 학교, 교통수단 및 일반 대중에 개방되는 

모든 공공 및 민간 장소를 포함한 공적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장애를 가진 개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시민권법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과 동일한 권리 및 기회를 

얻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ADA 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인종, 피부색, 성별, 출신 국가, 연령과 

종교에 기반하여 개인에게 제공되는 것과 비슷한 

시민권 보호를 보장합니다. 이 법은 장애를 가진 

개인에게 공공시설, 고용, 교통수단, 주 및 지방 정부 

서비스와 이동통신에 관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유권자 선택법: [선거법 4005(a)(2)-(4)] 국가에 

거주하는 유권자가 자신의 우편 투표용지를 반납 

또는 투표 및 반납하거나, 유권자 등록을 하거나, 

잠정적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거나, 교체용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거나, 접근 가능한 투표 

장치와 모든 유형의 투표용지를 사용해 투표할 수 

있는 곳입니다. 

Agilis 우편 투표 반송 봉투 

분류기 

Yolo 카운티는 Agilis(공급업체: Runbeck)를 사용하여 

봉투를 분류합니다. YouTube 의 동영상을 시청하여 

Agilis 의 실제 사용 예를 알아보세요 
(https://youtu.be/tG38K8Z2rFk). 

BDB 투표용지 투입함(Ballot 
Drop Box) 

유권자 선택법: [선거법 4005(a)(1)(A)-(B)] 투표를 

완료한 우편 투표(Vote-by-Mail, VBM)를 받을 수 있는, 

접근 가능하고 안전하게 보호된 잠긴 투표함. 

BOD 주문형 투표용지(Ballot 

on Demand)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또는 투표소 직원이 

공식 투표용지 카드 재고에 주문형으로 투표용지를 

프린트하여 등록된 유권자에게 투표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공인된 독립 시스템. 

(California 선거법 §13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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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또는 용어 정의 설명 및 법 인용 

CBO 지역사회 기반 단체 
(Community-Based 
Organization) 

Yolo 카운티 선거부는 유권자 등록을 늘리고 새로 
등록한 유권자 및 기존에 등록한 활동 중인 모든 
유권자가 투표를 통해 민주주의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지역사회 기반 단체(CBO)입니다. 

CCR California 법 규약(Code of 
California Regulations) 

California 주 국무장관이 주 선거법의 일관된 적용과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칙을 성문화한 법문. 

COVR VoteCal California 온라인 
유권자 등록(California 
Online Voter Registration) 

California 주 국무장관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유권자 등록. 

CVIG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County Voter 
Information Guide)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작성하여 
번역하고 인쇄한 책자. 이 책자는 투표함 위치와 
투표 센터의 목록, 공식 투표용지 샘플(투표용지 
샘플 참고), 후보자의 이야기, 법문, 공정한 분석, 
지역 투표용지 법안을 지지하거나 이에 반대하는 
주장 및 투표용지 교체 요청 양식을 포함합니다.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CVIG)는 선거일로부터 약 
40 일 전부터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이전에는 
투표용지 샘플 팸플릿으로 불렸습니다. 
(California 선거법 §§13300 - 13317) 
 
국무장관이 준비하는 공식 유권자 정보 안내와는 
다릅니다. 

CVR 조건부 유권자 
등록(Conditional Voter 
Registration) 

당일 유권자 등록이라고도 하는 조건부 유권자 
등록(CVR) 제도를 사용하면 자격이 있는 시민이 등록 
종료 후 선거일까지 당일에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유권자 등록은 유권자 
등록 기한을 놓쳤거나 선거를 위해 유권자 등록 
정보를 업데이트할(예: 이름, 주소, 지지하는 정당 
변경) California 주민을 위한 안전망입니다. 
 
선거일로부터 14 일 내에 유권자 등록을 하거나 
재등록을 해야 하는 자격이 있는 시민은 거주 중인 
카운티 선거사무소, 투표장소 또는 투표 센터에서 이 
절차를 완료하고 유권자 등록을 한 다음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민의 투표용지는 카운티 
선거사무소가 유권자 등록 확인 절차를 완료한 후 
처리 및 집계됩니다. 

DFM DFM Associates 선거 관리시스템을 지원하는 공급업체의 이름입니다. 

DMV 차량관리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차량관리국(DMV) 사무소는 고객이 운전면허증이나 
주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신청 또는 갱신하는 경우,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고객에게 유권자 등록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전국 
유권자등록법(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NVRA)에 
의거하여 '모터 유권자(Motor Voter)'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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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P 선거 관리 계획(Election 
Administration Plan) 

[4005(a)(10)(A)-(J)]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선거 실시에 관하여 제안하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투표 센터 및 투표용지 투입 위치 계획과 

시민 지원 계획 등 다양한 고려 사항을 포함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계획 초안을 작성하여 공청회를 실시합니다. 

계획 초안에 대한 공청회가 끝난 후, 수정한 계획 

초안을 게시하여 여론을 수렴합니다. 여론 수렴 기간 

후 최종 계획을 채택하여 확정합니다. 최종 계획을 

변경하여 여론을 수렴하는 경우, 이를 수정된 최종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종 계획 또한 공개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최종 계획이나 수정된 

최종 계획에 따라 실시된 선거 이후 2 년 내 또는 선거 

후 4 년마다 수정해야 합니다.  

EC 선거법(Elections Code) California 의 선거 관리에 적용되는 법. 

EIMS 선거 정보 

관리시스템(Electio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공급업체인 DFM Associates 가 공급한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EIMS 는 Yolo 카운티의 선거 

관리 시스템입니다. 

EMS 선거 관리시스템(Election 

Management System) 

유권자 등록, 선거구, 지역구, 후보, 선거 정의, 우편 

투표 서명 확인 및 유권자 참여 내역을 관리하는 

카운티의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를 

총칭하는 용어. 카운티의 EMS 는 주 VoteCal 유권자 

등록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EO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Elections Official) 
  

ePB 선거인 명부(Electronic 

Pollbook) 

Yolo 카운티의 전자 선거인 명부로, 공급업체인 

Tenex 가 지원하는 iPad 태블릿입니다. 'Tenex 

ePollbook'은 California 주 국무장관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시스템 요구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유권자의 전자 명부를 포함하는 시스템으로, 

투표 센터로 보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는 등록 유권자의 공식 명부입니다. 

이 명부는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되며, 실시간으로 유권자의 내역을 

캡처하여 이중 투표를 방지합니다. 전자 선거인 

명부는 투표 시스템에 연결할 수 없으며,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예비 전원이 있어야 합니다. 
 

1. 전자 선거인 명부는 최소한 다음의 유권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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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이름, 주소, 

지역구/선거구, 지지하는 정당, 유권자 상태, 

유권자에게 우편 투표용지가 발행되었는지 여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우편 투표용지를 수락한 

것으로 기록되었는지 여부, 유권자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연방정부 선거에 처음 

투표하는 유권자만 해당). 
 

2. 전자 선거인 명부는 다음의 유권자 등록 데이터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면허증 번호 또는 

사회보장번호 참조. 

(California 선거법 §2183) 

EV 조기 투표(Early Voting) 선거일 전에 투표할 수 있는 기간(우편 투표 및 대면 

투표 포함). 

 

카운티 선거사무소는 선거일로부터 29 일 전, 첫 

우편 투표용지가 등록된 활동 중인 유권자에게  

우편 발송될 때 열립니다. 투표 센터가 열리기 

전에는 모든 투표가 우편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로 

취급됩니다. 

견본 투표용지 번역된 견본 투표용지 영어 능력이 제한적인 유권자가 선거 절차에 온전히 

참여하고 독립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른 언어로 번역된 투표용지의 견본입니다. 

FPCA 연방정부 엽서 

신청(Federal Post Card 

Application) 

유권자 등록 및 우편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 요청 

양식.  연방정부의 적백 표준 양식 76 호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 및 군 관계자가 유권자 등록을 

하고 우편 투표용지를 받기 위해 사용합니다.  1 회의 

선거 주기(예비선거 및 총선거)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FPPC 공정정치실천위원회(Fair 
Political Practices 
Commission) 

공정정치실천위원회는 5 인으로 구성된 독립적이고 

초당적인 위원회로서, 공정하고 효과적인 

정치개혁법 관리를 책임집니다. 정치개혁법은 

캠페인 재정 조달, 이해충돌, 로비와 정부 윤리를 

규정합니다. 위원회의 목적은 공무원이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정하고 편견 없이 행동하여 

정부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정치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조성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정치개혁법(1974). 정부법 타이틀 9. 

정치개혁(Government Code Title 9. Political Reform) 
[81000-91014]. 

(1974 년 6 월 4 일 발의안 9 에 의해 타이틀 9 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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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VAP 연방정부 투표 지원 

프로그램(Federal Voting 
Assistance Program) 

연방정부 투표 지원 프로그램(www.fvap.gov)은 

서비스 회원, 회원의 자격이 있는 가족 구성원 및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이 투표 권리를 인지하고 전 

세계 어디서든 성공적으로 투표하기 위한 도구와 

자원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FVAP 국장은 국방부 장관 대신 군 복무자 및 해외 

시민 부재자 투표법(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UOCAVA)을 관리합니다. 군인 및 

해외 유권자 권한부여(Military and Overseas Voter 

Empowerment, MOVE)법에 의해 개정된 UOCAVA 는 

연방정부 선거일로부터 45 일 전까지 UOCAVA 

유권자에게 요청된 부재자 투표용지를 전달하도록 

규정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시민은 UOCAVA 에 

의해 보호됩니다. 
 

• 군인(육군, 해군, 해경, 공군, 해안 경비대, 미국 

공공보건서비스부대, 미국 국립대기해양청 부대)  

• 상선대원 

• 상기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있는 가족 구성원 

• 미국 외 국가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 
 

FVAP 는 군대, 국무부, 법무부, 50 개 주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미국령 및 컬럼비아 

특별구와 연계하여 유권자를 지원합니다. 

Hart Hart InterCivic 공인 투표 시스템을 지원하는 공급업체의 

이름입니다. 

HAVA 미국 선거지원법(Help 
America Vote Act) 

미국 선거지원법(HAVA), 2002 년 제정  

LAAC 언어 접근성 자문 

위원회(Language 
Accessibility Advisory 
Committee) 

[4005(a)(9)(A)] 카운티 내 모든 소수 언어 공동체의 

대표자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이 자문위원회는 모든 

소수 언어 공동체에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접근권이 

보장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LAT 또는 L&A 논리 및 정확도 

테스트(Logic and 

Accuracy Testing) 

규정에 의거하여 각 선거 전에 투표시스템의 논리 및 

정확도 테스트를 실시하고, 선거에서 투표 장비의 

프로그래밍, 배포 및 사용과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MOVE 법 군인 및 해외 유권자 

권한부여법(Military and 

Overseas Voter 
Empowerment Act) 

군인 및 해외 유권자 권한부여법(MOVE)은 복무자, 

복무자의 자격이 있는 가족 구성원 및 기타 해외 거주 

시민의 보호를 강화하여 UOCAVA 및 여타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무엇보다도 MOVE 법은 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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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선거일로부터 45 일 전까지 UOCAVA 

유권자에게 부재자 투표용지를 보내도록 규정합니다. 

NCOA 국내 주소 변경(National 
Change of Address) 

1 억 6 천만 건의 영구 주소 변경 기록을 포함하는 

보안 전국 데이터베이스입니다. NCOA 는 미국 우편 

서비스의 상품입니다. 

NVRA 전국 

유권자등록법(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미국 의회에서 1993 년에 통과된 법으로, '모터 

유권자법(Motor Voter Law)'이라고도 합니다.  전국 

유권자등록법(NVRA)은 유권자 등록에 관한 두 가지 

주요 사항을 규정합니다. 하나는 명부 유지 관리를 

통한 정확한 유권자 명부 유지이며, 다른 하나는 

자격이 있는 모든 시민에게 차량관리국 및 지정된 

NVRA 유권자 등록기관(Voter Registration Agencies, 

VRA)을 통해 유권자 등록을 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필수 요건은 유권자 추적, 지원, 취소 

목적의 유권자 확인 및 통계 관리입니다. 

OPEX OPEX Corporation 투표를 완료한 우편 투표용지 식별 반환 봉지 개봉기 

및 투표용지 추출 시스템을 지원하는 공급업체의 

이름입니다. 

PEMT 선거 후 수동 집계(Post 
Election Manual Tally) 

1% 수동 집계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무작위로 

선택한 선거구의 1% 및 각 경합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선거구에 포함되지 않은 선거구 1 개에서 표를 

수동으로 집계하는 공공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선거법 15360 절에 따라 자동 집계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공식 여론 조사 기간 동안 수행합니다. 

PII 개인식별정보(Personal 

Identifiable Information) 

PII 는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로 정의됩니다. (i) 

직접적으로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예: 이름, 주소, 

사회보장번호 또는 기타 식별번호나 코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또는 (ii) 기관이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의도로 다른 데이터 요소와 함께 

활용하는(즉, 간접적 식별) 정보. 이러한 데이터 

요소는 성별, 인종, 생년월일, 지리 정보 및 기타 

서술자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개인에 대한 대면 접촉 또는 온라인 접촉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는 개인식별정보와 동일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서면, 전자 매체 또는 기타 매체로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개별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Pitney Bowes   카운티의 요금 별납 우편 및 배송 시스템을 지원하는 

공급업체의 이름입니다. 

투표소 직원 
(Poll Workers) 

  투표소 직원은 선거사무소와 유권자 사이의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투표소 직원은 민주주의의 

일선에서 유권자 관련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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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를 발급하고, 투표 장비를 유지 관리하고, 

VC 가 열려있는 기간 동안 매일 투표 종료 후 투표 

센터의 투표용지를 선거사무소에 전달합니다. 

ProVote Solutions 인쇄 공급업체 공식 투표용지, 선거용 봉투와 유권자 정보 안내의 

인쇄를 담당하는 Yolo 카운티의 선거 서비스 인쇄 

공급업체로서 California 에 위치합니다. 

PW 투표소 직원(Poll Worker) 투표소 직원 참조 

RAVBM 원격 접근 가능한 우편 

투표(Remote Accessible 

Vote-by-Mail) 

원격 접근 가능한 우편 투표(RAVBM) 시스템은 

유권자가 자신이 소유한 호환되는 기술을 사용하여 

선택지를 표시함으로써 집에서 편안하게 

독립적이고 개인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RAVBM 시스템을 사용하려는 

유권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신청서 다운로드 

• 선택지 표시 

• 선택지 인쇄 

• 봉투에 서명(우편 투표용지와 함께 제공된 봉투 

또는 유권자 자신이 보유한 봉투 사용) 

• 인쇄 및 서명한 선택지를 우편으로 반송하거나 

투표 장소에 반환. 선택지를 전자 형식으로 반환할 

수는 없습니다. 

ROV 유권자 등록관(Registrar 
of Voters) 

선거부의 운영, 등록 및 방향성을 담당하는 선출직 

또는 임명직 공무원. 유권자 등록관의 주된 의무는 

유권자 등록, 선거 진행, 선거에 관련된 모든 사항 및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견본 투표용지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에 공식 투표용지의 참조용 

사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ME 주제 전문가(Subject 

Matter Expert) 

특정 주제에 관해 심도 있는 지식을 보유한 사람. 

주제는 임무, 부서, 기능, 절차, 장비, 소프트웨어 

솔루션, 자료, 과거 정보 등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주제 전문가는 해당 주제에 대한 집중적인 학업 또는 

오랜 전문 경험을 통해 주제에 대한 지식을 축적했을 

수 있습니다. SME 는 주제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을 

초월하는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조직에 매우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SOS 주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 

California 에서 선거, 사업, 정치 캠페인, 입법 옹호 및 

역사적 보물과 관련하여 정부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강화하는 일을 담당하는 선출직 또는 임명직 공무원. 

1%, 일퍼센트, 

수동 집계 

1% 수동 집계(1% Manual 
Tally) 

무작위로 선택된 선거구의 1% 및 각 경합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선거구에 포함되지 않은 선거구 

1 개에서 표를 수동으로 집계하는 공공 



166 

약어 또는 용어 정의 설명 및 법 인용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선거법 15360 절에 따라 투표 

시스템이 수행하는 자동 집계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공식 여론 조사 기간 동안 수행합니다. 
 

PEMT 도 참조하십시오. 

UOCAVA 군 복무자 및 해외  

시민 부재자 투표법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연방정부의 군 복무자 및 해외 시민 부재자 

투표법(UOCAVA)은 18 세 이상이며 현재 군 복무 

중이거나 상선 대원이거나 공공보건서비스 및 

국립대기해양청 부대원인 미국 시민과 해당 시민의 

자격이 있는 가족 구성원, 그리고 미국 외 국가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에게도 연방정부의 부재자 

투표권을 부여합니다. 이 법은 상기에 해당하는 

시민들의 연방정부 공직자 선거 투표권 요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USPS 미국 우체국(United 

States Postal Service) 

미국 우편 서비스는 미국의 모든 주소지에 도달하는 

유일한 배송 서비스입니다. 

VAAC 투표 접근성 자문 

위원회(Voting 
Accessibility Advisory 
Committee) 

[4005(a)(9)(B)] 개인 및 장애인 투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반 단체의 대표자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이 공공 위원회는 모든 장애인 투표자의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VAC 유권자 지원 센터(Voter 

Assistance Center) 

유권자 지원 센터(VAC)는 2020 년 11 월과 2021 년 

9 월에 Yolo 카운티에서 사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직접 투표 장소에서 제공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반영하였습니다. 유권자 지원 센터는 기존 투표소에 

비해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유권자 

선택법에 따라 유권자 지원 센터는 투표 센터로 

불리고 있습니다. 

VBM 우편 투표(Vote-by-Mail) 등록된 모든 유권자는 조기 투표일이나 선거일에 

투표 장소로 가는 대신 우편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활동 상태인 등록된 모든 

유권자에게 투표용지가 발송됩니다. 유권자는 

투표한 투표용지를 동봉된 반환 식별 봉투에 넣고, 

봉투의 모든 필수 정보를 작성하여 투표용지가 

집계되도록 합니다. 투표한 투표용지는 우편으로 

반환하거나, 투표 센터 또는 카운티 선거사무소에 

직접 반환하거나, 주의 공식 투표함에 투입하거나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이 투표용지를 반환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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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 투표 센터(Vote Center) 투표 센터는 선거일로부터 29 일 이내에 열리는 공식 

투표 장소입니다. 유권자는 투표 센터에서 

전자상으로 또는 서면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모든 

투표는 우편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로 취급됩니다. 

유권자 선택법에 따라 일부 투표 센터는 11 일 동안 

운영되며 일부 투표 센터의 경우 선거일을 포함하여 

4 일 동안 운영됩니다. 
 

Yolo 카운티 유권자는 카운티의 모든 VC 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유권자가 서비스를 이용해서 받을 

수 있는 유연성과 편의성이 향상됩니다. VC 에서 

유권자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대체 우편 투표(VBM) 용지 수령 

• VBM 투표용지 반송 식별 봉투 수령 

• 투표한 VBM 투표용지 투입  

• 이중 언어 자원 또는 언어 지원받기 

• ADA 접근 가능 장치를 사용하여 비공개적이고 

독립적으로 투표용지에 표시 

• 유권자 등록 

• 유권자 등록 업데이트 

• 잠정적 또는 조건부 유권자 등록 투표용지에 

기표. 

VCA 유권자 선택법(Voter’s 
Choice Act) 

California 선거법 §4005 

Verity Hart InterCivic 의 Verity 

투표 시스템 

공급업체인 Hart InterCivic 이 지원하는 투표 

시스템으로서 생성, 인쇄, 투표, 스캔, 집계, 판정 및 

투표한 투표용지를 표로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기 및 부가 구성품을 포함합니다. 

Verity Print Hart InterCivic 의 투표 

시스템 구성품 

빈 종이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유권자에게 발급하는 

주문형 투표용지 인쇄 기기입니다. 유권자는 자신의 

투표용지에 투표한 다음 투표 센터의 투표함에 

투입하며, 이 투표용지는 선거사무소로 전달되어 

일괄 스캔됩니다. 

Verity Touch 
Writer 

Hart InterCivic 의 투표 

시스템 구성품 

장애인 유권자가 선거 절차에 온전히 참여하고 

독립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접근이 쉬운 

투표용지 표시 기기. Verity Touch Writer 기기의 

유권자 인터페이스는 유권자가 화면 터치 없이 

디지털 투표용지를 탐색할 수 있는 오디오 촉각 

인터페이스(Audio-Tactile Interface, ATI)와 

터치스크린입니다. 휴대용 컨트롤러를 통해 

유권자에게 추가로 제공되는 입력 선택 방안에는 

스크롤 휠 및 선택 버튼, 헤드폰, 촉각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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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용 아날로그 방식의 연결 또는 유권자의 호흡 

조절 입력 장치 등이 있습니다.  투표자는 선택 

내용을 확인한 후 부착된 프린터에서 표시한 

투표용지를 인쇄합니다. 그런 다음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수거하여 투표 센터의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이 투표용지는 선거사무소로 전달되어 

일괄 스캔됩니다. 

VNC 유권자 통지 카드(Voter 

Notification Card) 

유권자 등록 신청서가 수락되거나 등록이 

업데이트되면(우편 주소 업데이트 포함)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타인 수령이 불가능한 

유권자 통지 카드(VNC)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유권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VoteCal California 주 통합 유권자 

등록 데이터베이스 

유권자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에게 유용한 

California 의 통합 유권자 등록 데이터베이스 

VRC 유권자 등록 카드(Voter 
Registration Card) 

유권자 등록 신청 카드 

YRCP Yolo 카운티 거주 확인 

엽서(Yolo County 
Residence Confirmation 
Postcard) 

선거사무소가 USPS, 전국 주소변경(NCOA) 또는 

우편물 반송을 통해 유권자가 이사했을 수 있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 Yolo 카운티에서 발송하는 주소 

확인용 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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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M | 입법 및 규약 인용 

 

 California 선거법 §4005.   

(a) 4000절 또는 기타 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월 1일 및 이후부터 Calaveras, Inyo, Madera, Napa, 

Nevada, Orange, Sacramento, San Luis Obispo, San Mateo, Santa Clara, Shasta, Sierra, Sutter, Tuolumne 

카운티 및 4007절에 명시된 바 외에 2020년 1월 1일 및 이후부터 모든 카운티는 다음의 모든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 모든 선거를 전체 우편투표 선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A) 선거일 88일 전에 선거가 진행되는 관할권 내 2곳 이상의 투표용지 투입 장소 지정 또는 

선거가 진행되는 관할권 내 유권자 15,000명당 1곳 이상의 투표용지 투입 장소가 배정되도록 

투표용지 투입 장소 수 지정 중 더 많은 투표용지 투입 장소가 지정되는 방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본 호의 목적에 의거하여 야외 투표용지 투입함이 구비된 투표 센터는 투표용지 투입 장소 

1곳으로만 인정됩니다. 투표용지 투입 장소는 3025절 (b)호에 적용된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B) 본 절에 의거하여 마련된 투표용지 투입 장소는 대중교통 경로에 최대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안전하고 접근이 쉽고 잠겨 있으며 투표한 투표용지를 투입할 수 있는 투표함으로 구성됩니다. 

투표용지 투입 장소는 최소한 선거일 28일 전 및 선거일 당일에 적어도 일반 업무시간 동안 열려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1곳 이상의 투표용지 투입 장소가 일반 업무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12시간 

이상 이용 가능한, 접근이 쉽고 안전한 야외 투표함이어야 합니다. 

(2) (A)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카운티에 거주하는 유권자가 투표 센터에서 다음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i) 우편 투표용지를 통해 유권자의 투표 반환, 또는 투표 및 반환 

(ii) 2170절에 의거하여 유권자 등록, 유권자의 유권자 등록 업데이트 및 투표 

(iii) 3016절 또는 14부 3장의 5조(14310절부터)에 의거하여 잠정적 투표용지 수령 및 투표 

(iv) 유권자가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부터 동일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지 못했음이 

확인되는 경우, 대체용 투표용지 수령 유권자가 동일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잠정적 투표용지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v) 비공개 및 독립적인 투표가 가능한, 접근이 쉬운 투표 장비를 사용하여 일반 투표용지, 잠정적 

투표용지 또는 교체용 투표용지에 투표 

(B) 각 투표 센터에는 장애인 투표자가 접근할 수 있는 투표 기계가 3대 이상 있어야 합니다. 

(3) (A) 선거일 오전 7시~오후8시 및 선거일 3일 전부터 매일 최소 하루 8시간 이상, 선거를 진행하는 

관할권 내 등록 유권자 10,000명당 투표 센터 1곳 이상이 제공되어야 하며, 해당 투표 센터는 

선거일로부터 88일 전에 결정됩니다. 본 호에 규정된 투표 센터의 90% 이상이 필수 기간 전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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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동안 열려 있어야 합니다. 매일 등록한 유권자 10,000명당 1곳 이상의 투표 센터가 열려 있는 

경우, 본 호에 규정된 투표 센터의 최대 10%는 4일 미만의 기간 동안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B) (A)호에도 불구하고, 등록한 유권자가 20,000명 미만인 관할권의 경우 선거일 당일 및 선거 전 

3일 동안 매일 해당 관할권 내에서 2곳 이상의 투표 센터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4) (A) 선거일 10일 전부터 매일 선거일 4일 전까지(선거일로부터 4일 전 당일 포함) 최소 하루 

8시간 이상, 선거를 진행하는 관할권 내 등록 유권자 50,000명당 투표 센터 1곳 이상이 제공되어야 

하며, 해당 투표 센터는 선거일로부터 88일 전에 결정됩니다. 

(B) (A)호에도 불구하고, 등록한 유권자가 50,000명 미만인 관할권의 경우 해당 관할권 내에서 2곳 

이상의 투표 센터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C) 본 절에 의거하여 제공된 투표 센터는 12부 3장 5조(12280절부터), 1990년 연방 미국 

장애인법(42 미국법(United States Code, U.S.C.) 12101절 이하 참조), 2002년 연방 선거지원법 

(52 U.S.C. 20901절 이하 참조) 및 1965년 연방 투표권법(52 U.S.C. 10101절 이하 참조)에 설명된 

접근성 요건에 따라 설립합니다. 

(D) 본 절에 의거하여 제공된 투표 센터는 유권자에게 최대한 편리한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카운티 

내에 공정하게 분포하며, 대중교통 경로에 최대한 가깝고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설립합니다. 투표 

센터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12280절 및 19240절에 의거하여 비공개 및 

독립적으로 투표할 권리를 포함해 장애가 없는 유권자에게 제공된 것과 동일한 접근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투표 기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E) (i) 본 절에 의거하여 제공된 투표 센터에는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최소한 다음의 

유권자 등록 데이터 모두에 즉시 접근할 수 있는 전자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I) 이름 

(II) 주소 

(III) 생년월일 

(IV) 선호 언어 

(V) 선호 정당 

(VI) 선거구 

(VII) 유권자에게 우편 투표용지가 발행되었는지 여부 및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투표용지를 수령했는지 여부 

(ii) 유권자 등록 데이터에 접근하는 데 사용하는 전자 메커니즘은 어떤 방식으로든 투표 시스템에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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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2년 연방 선거지원법(52 U.S.C. 20901항 이하 참조)에 의거하여 장애인 투표자가 빈 우편 

투표용지를 요청 및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며, 교체용 투표용지가 필요한 경우 장애인 

투표자가 읽고 비공개 및 독립적으로 기입할 수 있는 빈 교체용 투표용지를 요청 및 수령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됩니다. 

(6) (A) 본 절에서 달리 제공된 바 외에, 본 절에 의거하여 설립된 투표 센터의 선거관리위원회는 

12부 4장 1조(12300절부터)에 의거한 자격 및 구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B) 각 투표 센터는 1965 연방 투표권법(52 U.S.C. 10101절 이하 참조)의 12303절 (c)호 또는 

203절에서 요구하는 모든 언어로 언어 지원을 해당 소수 언어 사용 집단의 유권자가 선거 절차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각 투표 센터는 영어 및 1965년 연방 

투표권법(52 U.S.C. 10101절 이하 참조) 12303절 (c)호 또는 203절에서 언어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한 기타 모든 언어로 언어 지원 제공 사실에 관한 정보를 게시해야 합니다. 

(i) 투표 센터가 1965년 연방 투표권법(52 U.S.C. 10101항 이하 참조) 12303절 (c)호 또는 203절에서 

언어 요건을 확립하도록 규정된 선거구, 인구조사 표준지역 또는 기타 지정된 지리적 하위 섹션 

또는 그 인근에 위치하거나, (ii)절에 설명된 여론 수렴 절차를 통해 언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해당 투표 센터에 필요한 언어를 구사하는 위원회 

구성원을 채용해야 합니다. 필요한 언어를 구사하는 위원회 구성원을 채용할 수 없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다른 효과적인 언어 지원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ii)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1965년 연방 투표권법(52 U.S.C. 10101항 이하 참조) 12303절 (c)호 

또는 203절에 의거하여 영어 외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의 채용이 

필요한 투표 센터가 어디인지에 관한 여론을 수렴해야 합니다. 

(iii)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견본 투표용지, 우편투표 자료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각 투표 센터에서 지원하는 언어 서비스를 공지해야 합니다. 

(C) 각 투표 센터는 1965년 연방 투표권법(52 U.S.C. 10101항 이하 참조) 14201절 (a)호 및 203절에서 

해당 관할권에 대해 규정된 모든 언어로 번역된 선거 자료를 제공합니다. 

(D) 각 투표 센터는 1990년 연방 미국 장애인법(42 U.S.C. 12101항 이하 참조) 및 1973년 연방 

재활법(29 U.S.C. 701항 이하 참조)에 규정된 합리적인 변경 및 보조 기구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 (A) 선거일 10일 전부터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본 절에 의거하여 설립된 투표 센터 중 

한 곳에서 다음 중 하나라도 수행한 유권자의 색인을 전자 형식으로 유지합니다. 

(i) 유권자 등록 또는 유권자의 유권자 등록 업데이트 

(ii) 잠정적 투표용지 또는 교체용 투표용지 수령 및 투표 

(iii) 투표 센터의 장비를 사용하여 투표용지에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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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호에 규정된 색인은 14294절에 의거하여 게시된 명부의 사본에 포함해야 하는 각 유권자의 

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A)호에 규정된 색인은 해당 관할권에서 투표 센터가 열려있는 

시간 동안 언제든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8) (A)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최소한 선거일로부터 29일 전에 반송용 봉투가 포함된 우편 

투표용지 패키지를 우편 투표용지를 사용하고 반환하는 방법에 관한 지침과 함께 등록한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에게는 유권자 

등록을 한 각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데 선거일 29일 전부터 5일의 기간이 

주어지며, 이후 등록한 각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데 5일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규정된 5일간의 우편 발송 기간 동안 먼저 발송할 투표용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 특정 지역이나 선거구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B)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각 유권자에게 13303절에 의거한 견본 투표용지 또는 우편 

투표용지 패키지와 함께 다음을 모두 제공합니다. 

(C) 1965년 연방 투표권법(52 U.S.C. 10101항 이하 참조) 14201절 (a)호 및 203절에 규정된 모든 

언어로 번역된, 다음의 모든 정보를 알리는 통지: 

(I) 전체 우편투표 선거가 진행 중이며, 자격 있는 유권자에게는 우편 투표용지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II) 유권자는 (4)절의 (A)호에 명시된 날 및 시간 또는 선거일에 투표 센터에서 우편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직접 투표할 수 있습니다. 

(III) 유권자는 최소한 선거일 7일 전에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에게 1965년 연방 

투표권법(52 U.S.C. 10101항 이하 참조) 203절에 의거하여 영어 외 언어로 된 우편 투표용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거나, 14201절에 의거하여 영어 외 언어로 인쇄된 투표용지의 팩스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IV) 유권자는 최소한 선거일 7일 전에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에게 2002년 연방 

선거지원법(52 U.S.C. 20901항 이하 참조)에 의거하여 장애인 투표자가 읽고 비공개 및 독립적으로 

기입할 수 있는 투표용지를 전송 또는 전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ii) 투표용지 투입 장소 및 본 절에 의거하여 설립된 투표 센터의 목록(투표 센터가 열려있는 날짜 

및 시간 포함). 또한 이 목록을 정부법 규정 11135절에 의거하여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형식으로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iii) 유권자가 영어 외 언어로 된 우편 투표용지를 요청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형식의 우편 투표용지를 

요청할 목적으로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에게 반송할 수 있는 우편요금 지급필 엽서. 

(C)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요청을 받는 즉시 1990년 연방 미국 장애인법(42 U.S.C. 

12101항 이하 참조) 및 1973년 연방 재활법(29 U.S.C. 701항 이하 참조)에 규정된 대로 장애인 

투표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형식으로 서면 투표 자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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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소수 언어 커뮤니티의 대표자로 구성된 언어 접근성 자문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위원회는 최소한 본 절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첫 선거의 전해 10월 1일까지 

설립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최소한 본 절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첫 선거의 당해 4월 1일까지 첫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B)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장애인 투표자로 구성된 투표 접근성 자문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위원회는 최소한 본 절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첫 선거의 전해 10월 1일까지 설립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최소한 본 절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첫 선거의 당해 4월 1일까지 첫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C) 등록 유권자가 50,000명 미만인 카운티는 소수 언어 커뮤니티와 장애인 투표자를 위한 공동 

자문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10) (A)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다음을 모두 실시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본 절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선거의 관리를 위한 계획 초안을 수립합니다. 

(i) 14201절 (a)호 및 1965년 연방 투표권법(52 U.S.C. 10101항 이하 참조)에 의거하여 카운티가 영어 

외 언어로 투표 자료와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각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대표자, 옹호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회의 1회. 이러한 회의는 최소한 개최 10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ii) 장애인을 대신하거나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커뮤니티 및 커뮤니티 단체의 

대표자와 개인을 포함한 회의 1회. 이러한 회의는 최소한 소집 10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B)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최소한 다음을 모두 고려해 본 절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선거의 관리를 위한 계획 초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i) 대중교통과 투표 센터 및 투표용지 투입 장소의 근접성. 

(ii) 우편 투표 사용률이 역사적으로 낮은 지역사회와 투표 센터 및 투표용지 투입 장소와의 근접성. 

(iii) 인구 중심지와 투표 센터 및 투표용지 투입 장소의 근접성. 

(iv) 소수 언어 커뮤니티와 투표 센터 및 투표용지 투입 장소의 근접성. 

(v) 장애인 투표자와 투표 센터 및 투표용지 투입 장소의 근접성. 

(vi) 자가용 차량 소유 비율이 낮은 지역사회와 투표 센터 및 투표용지 투입 장소의 근접성. 

(vii) 저소득 커뮤니티와 투표 센터 및 투표용지 투입 장소의 근접성. 

(viii)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당일 유권자 등록을 해야할 수 있는 적격 유권자 지역사회와 

투표 센터 및 투표용지 투입 장소의 근접성. 

(ix) 북미 원주민(Native American) 보호 구역을 포함하여 지리적으로 고립된 인구와 투표 센터 및 

투표용지 투입 장소의 근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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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투표 센터 및 투표용지 투입 장소의 무료 주차 공간 접근성. 

(xi) 유권자가 자동차 또는 대중 교통으로 투표 센터 및 투표용지 투입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 거리 

및 시간. 

(xii) 우편 투표를 할 수 없는 장애인 투표자를 위한 대체 방안 필요성. 

(xiii) 투표 센터 및 투표용지 투입 장소 인근의 교통 패턴. 

(xiv) 본 절에 따라 설치된 투표 센터의 수 외에 이동형 투표 센터에 대한 필요성. 

(xv) 공사립 대학 또는 전문대 캠퍼스의 투표 센터 위치. 

(C)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본 절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선거의 관리를 위한 계획 초안을 

공고하고, (D)호에 의거하여 개최되는 공청회로부터 최소한 14일 전에 계획 초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합니다. 

(D) (i) (C)호에 규정된 14일의 검토 기간 후,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본 절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선거의 관리를 위한 계획 초안을 검토하고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개 회의를 

개최합니다. 최소한 회의 10일 전에 카운티 감독위원회 서기 및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회의를 공지해야 합니다. 또는, 카운티 감독위원회 서기와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모두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사무실에 회의를 공지해야 합니다. 

(ii) 본 절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선거의 관리를 위한 계획 초안을 검토하고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종료된 후,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수렴된 모든 여론을 고려하여 공무원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한 여론에 따라 계획 초안을 수정해야 합니다.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수정된 계획 초안을 공지하고,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E)호에 의거하여 수정된 

계획 초안을 채택하기 전 최소한 14일 동안 수정된 계획 초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야 합니다. 

(E) (i) (D)호의 (ii)절에 규정된 14일의 검토 및 여론 수렴 기간 후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본 절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선거의 관리를 위한 최종 계획을 채택할 수 있으며, (I)호의 (i)절에 

규정된 유권자 교육 및 지원 계획을 주 국무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ii) 주 국무장관은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I)호의 (i)절에 의거하여 제출된 유권자 교육 및 

지원 계획을 제출한 후 14일 내에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iii) 본 절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선거의 관리를 위한 계획 초안, 수정된 계획 초안 및 채택된 최종 

계획은 14201절 (a)호 및 1965년 연방 투표권법(52 U.S.C. 10101항 이하 참조)에 따라 카운티가 투표 

자료와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모든 언어로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하며, 정부법 규정 11135절에 의거하여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주 국무장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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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본 절에 의거하여 진행하는 공개 회의에서는 요청이 있는 경우 장애인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보조 기구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G)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본 절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선거의 관리를 위한 최초 계획 

채택 후 2년 내에 (C)~(F)호에 설명된 절차에 따라 공개 회의를 개최하여 본 절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선거의 관리를 위한 최초 계획 수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이후 

4년마다 (C)~(F)호에 설명된 절차에 따라 본 절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선거의 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정을 고려하는 건을 포함하여 공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H) (i)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본 절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선거의 날짜로부터 최대 120일 

전까지 합리적으로 공고하고 본 절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선거의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ii)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최소한 30일 전에 수정된 계획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경우 

본 절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선거의 날짜로부터 120일 이상 남은 시점에 합리적으로 공고하고 본 

절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선거의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I) 본 절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선거의 관리를 위한 계획은 다음을 모두 포함합니다. 

(i) 주 국무장관이 승인했으며, 다음을 모두 포함하는 유권자 교육 및 지원 계획: 

(I)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이번 선거의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신자 요금 부담 

유권자 지원 상담전화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수 언어 커뮤니티 대상의 소셜 미디어, 신문, 

라디오 및 텔레비전과 같은 매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설명 

(II)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유권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형식의 우편 투표용지 제공 사실 

및 그러한 투표용지를 요청하는 절차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소셜 미디어, 신문, 라디오 및 

텔레비전과 같은 매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설명. 

(III)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유권자에게 본 절의 조항을 알리기 위해 커뮤니티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에 관한 설명. 

(IV)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고된 접근 가능한 

정보의 설명. 

(V)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소수 언어 사용 유권자를 파악하는 데 이용하는 방법의 설명. 

(VI) 다음을 포함하여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유권자에게 본 절의 조항을 알리고 

전달하는 방법의 설명: 

(ia) 14201절 (a)호 및 1965년 연방 투표권법(52 U.S.C. 10101항 이하 참조)에 의거하여 카운티가 영어 

외 언어로 투표 자료와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지역사회.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14201절 

(a)호 및 1965년 연방 투표권법(52 U.S.C. 10101항 이하 참조)에 의거하여 카운티가 투표 자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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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모든 영어 외 언어에 대해 각각 1회 이상의 2개 국어 유권자 교육 워크숍을 

진행해야 합니다. 

(ib) 장애인을 대변하여 옹호하거나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와 개인을 포함한 장애인 

지역사회.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자격이 있는 장애인 투표자의 접근성과 참여를 위한 

유권자 교육 워크숍을 1회 이상 진행해야 합니다. 

(VII) 카운티가 유권자에게 선거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유권자 교육 및 지원에 필수 

자원을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에 관한 설명. 이 설명은 본 계획에 따라 카운티가 유권자 교육 및 

지원 활동에 지출하기로 정한 금액, 그리고 해당 금액을 최근 동일한 관할권에서 본 절에 의거하지 

않고 실시된 유사한 선거에서 유권자 교육 및 지원에 지출된 금액과 비교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VIII) 신문,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포함하여 영어를 구사하는 시민을 위한 매체에 유권자에게 이번 

선거에 대해 알리고 수신자 요금 부담 유권자 지원 상담전화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의 공공 서비스 

공지 1회 이상 게재. 본 하위 조항에 의거한 지원은 청각장애인 또는 난청인 유권자 및 맹인 또는 

시각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접근성을 포함해야 합니다. 

(IX) 신문,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포함하여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시민을 위한 매체에 14201절 

(a)호 및 1965년 연방 투표권법(52 U.S.C. 10101항 이하 참조)에 의거하여 카운티가 투표 자료 및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각 언어로 유권자에게 이번 선거에 대해 알리고 수신자 요금 부담 유권자 

지원 핫라인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의 공공 서비스 공지 1회 이상 게재. 

(X) 유권자에게 이번 선거에 대해 알리고 수신자 요금 부담 유권자 지원 핫라인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권자에게 2회 이상 직접 연락. 이 2회의 직접 연락은 견본 우표용지 및 우편 투표용지 

전달에 필요한 연락 등과 별개입니다. 

(ii) 장애인 투표자가 빈 우편투표 용지를 요청하고 수령할 수 있는 방법 및 교체용 투표용지가 

필요한 경우 장애인 투표자가 비공개 및 독립적으로 기입할 수 있는 빈 교체용 투표용지를 

요청하고 수령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설명. 

(iii)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g)호에서 요구하는 보고서에서 파악된 상당한 유권자 

접근성 및 참여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한 설명. 

(iv)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투표 센터에서 실시되는 투표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할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설명. 

(v) 본 절에 의거하여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예상되는 단기적 비용, 장기적 비용 및 절감액을 최근 

동일한 관할권에서 본 절에 의거하지 않고 실시된 유사한 선거와 비교한 정보. 

(vi) 발행 시점에 가능한 한, 다음 모두에 관한 정보: 

(I) 개설해야 하는 투표 센터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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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개설해야 하는 투표용지 투입 장소의 수 

(III) 각 투표 센터의 위치 

(IV) 각 투표용지 투입 장소의 위치 및 투표용지 투입 장소가 실내인지 실외인지에 관한 정보 

(V) 각 투표 센터와 투표용지 투입 장소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 

(VI) 각 투표 센터의 운영 시간 

(VII) 각 투표용지 투입 장소의 운영 시간 

(VIII)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다음을 모두 수행하기 위해 시행할 보안 대책 및 긴급 대책: 

(ia) 투표 센터 절차에 대한 진행 방해 방지 

(ib) 방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선거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보장 

(IX)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의 수와 2개국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의 수 및 구사언어 

(X) 각 투표 센터에 마련된 접근 가능한 투표 기계의 유형과 수 및 합리적인 변경 사항 등, 장애인 

투표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XI) 비공개 및 독립적으로 투표용지를 투입할 각 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각 투표 센터 내 

디자인, 레이아웃 및 장비 배치 

(vii)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유지 관리하며, 청각 장애인이거나 난청인 유권자가 접근 

가능한 수신자 요금 부담 유권자 지원 상담전화. 이 상담전화는 선거일로부터 최소한 29일 전부터 

선거일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운영되어야 합니다. 수신자 요금 부담 유권자 지원 핫라인은 14201항 

(a)호 및 1965년 연방 투표권법(52 U.S.C. 10101절 이하 참조)에 의거하여 카운티가 투표 자료와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모든 언어로 유권자에게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J) 본 절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선거의 관리를 위한 계획은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형식으로 주 

국무장관의 인터넷 웹사이트 및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b) 4000절 또는 기타 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월 1일 및 이후부터 Calaveras, Inyo, Madera, Napa, 

Nevada, Orange, Sacramento, San Luis Obispo, San Mateo, Santa Clara, Shasta, Sierra, Sutter, Tuolumne 

카운티 및 2020년 1월 1일 및 이후부터 모든 카운티는 다음의 모든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 특별 

선거를 전체 우편투표 선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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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전에 (a)호에 따라 전체 우편투표 선거를 진행함. 

(B) (a)호 (10)절의 하위 절 (E)의 (i)조목에 의거하여 선거 관리를 위한 최종 계획을 채택함. 이 경우,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특별 선거일 전날에 (a)호 (10)절의 하위 절 (I)의 (i)조목에 규정된 

유권자 교육 및 지원 계획에 명시된 모든 활동을 완료해야 합니다. 

(2) (A) 선거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등록 유권자 30,000명당 1곳 이상의 투표 센터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관할권 전체가 카운티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특별 선거를 실시하는 관할권 내에 투표 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B) (A)호에도 불구하고, 등록 유권자가 30,000명 미만인 관할권의 경우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투표 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3) (A) 최소한 선거일 10일 전에 등록 유권자 60,000명당 1곳 이상의 투표 센터가 하루 8시간 이상 

제공되어야 합니다. 관할권 전체가 카운티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특별 선거를 실시하는 관할권 내에 투표 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B) (A)호에도 불구하고, 등록 유권자가 30,000명 미만인 관할권의 경우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투표 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4) (A) 등록 유권자 15,000명당 1곳 이상의 투표용지 투입 장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1곳 이상의 

투표용지 투입 장소가 특별 선거가 실시되는 관할권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투표용지 투입 장소는 

최소한 선거일 28일 전 및 선거일 당일에 적어도 일반 업무시간 동안 열려 있어야 합니다. 

(B) (A)호에도 불구하고, 등록 유권자가 15,000명 미만인 관할권의 경우 1곳 이상의 투표용지 투입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c) 본 절에서 달리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14절(14000절부터)에 의거하여 선거일 절차를 

시행해야 합니다. 

 

(d)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재량으로 본 절의 목적을 위해 추가적인 투표용지 투입 

장소와 투표 센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 투표한 우편 투표용지의 반환은 3017항 및 3020항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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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오직 본 절에 의거하여 실시된 선거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표용지 집계를 완료한 후 12부 3장 2조(12220절부터)에 의거하여 관할권을 선거구로 

나누고 15373절 및 15374절에 따라 선거 결과 발표를 준비해야 합니다. 

 

(g) (1) (A) 주 국무장관은 본 절 또는 4007절에 의거하여 실시된 각 선거로부터 6개월 내에 입법부에 

가능한 한 다음의 모든 정보를 인종, 민족, 선호 언어, 연령, 성별, 장애, 영구 우편 투표 상태, 이전 

투표장소 유권자, 정당과의 관계, 1965년 연방 투표권법(52 U.S.C. 10101항 이하 참조)의 14201절 

(a)호 및 203절에 규정된 언어 관련 소수 언어별로 보고해야 합니다. 

(i) 유권자 투표율 

(ii) 유권자 등록 

(iii) 투표용지 거부율 

(iv) 투표용지 거부 사유 

(v) 잠정적 투표용지 사용 

(vi) 접근 가능한 우편 투표용지 사용 

(vii) 각 투표 센터에 투입된 투표 수 

(viii) 각 투표용지 투입 장소에 반환된 투표용지 수 

(ix) 우편으로 반환된 투표용지 수 

(x) 투표 센터에서 유권자 등록을 한 사람의 수 

(xi) 유권자 사기 횟수 

(xii) 선거 또는 여론 조사 기간 동안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인지한 기타 문제 

(B) 하위 절 (A)에 규정된 보고서는 정부법 규정 11135항에 의거하여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형식으로 주 국무장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C) 하위 절 (A)에 규정된 보고서는 정부법 규정 9795절에 의거하여 입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D) 본 절에 의거하여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카운티는 가능한 한 주무장관이 (A)호에 규정된 

보고서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주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 주 국무장관은 (A)호에 규정된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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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본 절 의거하여 실시된 선거의 비용을 이전 선거의 비용과 

비교한 보고서를 자신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정부법 규정 11135절에 

의거하여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형식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h) 주 국무장관은 정부법 규정 12172.5절에 의거하여 본 절의 조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i) 본 절의 목적을 위해 '장애'는 정부법 규정 12926절의 (j), (m), (n)호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닙니다. 

(헌법 2019 554장 1.5항 (AB 59)에 의해 개정됨, 2020년 1월 1일 발효.) 

  California 법 규약 인용 

 

2부 California 법 규약 § 20158 

CCR § 20158. 시스템 요구 사항. 

 

(a) 전자 선거인 명부는 절대 투표 시스템에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b) 전자 선거인 명부는 공급업체의 애플리케이션 패킷에 규정된 모든 활동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c) 전자 선거인 명부는 데이터가 유실 또는 손상되거나 정상적인 작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예비 

전력에 의존하여 2시간 이상 작동 가능해야 합니다. 예비 전력이 소진되는 경우, 전자 선거인 

명부는 모든 메모리의 내용을 손상 없이 보존해야 합니다. 

(d) 전자 선거인 명부는 다음과 호환되어야 합니다. 

(1) 장비를 위해 유권자 목록을 준비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소프트웨어 시스템(미들웨어)를 

포함하여 California 주에서 사용되는 모든 유권자 등록 선거 관리 시스템 

(2) 바코드 스캐너, 서명 캡처 기기, 운송 매체, 프린터 등 전자 선거인 명부에 부착된 모든 하드웨어 

(e) 전자 선거인 명부는 다음의 유권자 등록 데이터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1) 이름 

(2)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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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구/선거구 

(4) 선호 정당 

(5) 유권자 상태 

(6) 유권자에게 우편 투표용지가 발행되었는지 여부 

(7)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우편 투표용지를 수락한 것으로 기록되었는지 여부 

(8) 유권자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 

(f) 전자 선거인 명부는 인정된 산업 표준에 기반하여 최소한의 고급 암호화 표준(Advanced 

Encryption Standard, AES) 256비트 암호화를 사용해 유휴 및 전송 중인 모든 유권자 등록 데이터를 

암호화해야 합니다. 

(g) 전자 선거인 명부는 유권자 등록 및 전자 정보를 믿을 수 있게 전송해야 합니다. 

(h) 전자 선거인 명부는 등록한 유권자의 전자 목록 로컬 버전을 백업 목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i) 전자 선거인 명부는 모든 처리 내용을 표시하는 절차 내 감사 기록을 포함하여 시스템의 모든 

활동을 반영하는 감사 기록 목록을 생성해야 합니다. 그러한 감사 기록은 비독점적이며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j) 투표소 직원이 전자 선거인 명부에 대해 다음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여부 

(2) 유권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여부 

(3) 유권자의 투표 사실을 올바르게 기록하는지 여부 

(4) 올바르게 꺼졌는지 여부 

(k)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받은 후, 전자 선거인 명부는 투표소 직원이 유권자가 선거 투표를 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입력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전자 선거인 명부는 같은 등록 유권자 목록을 

활용하는 카운티의 다른 전자 선거인 명부로 해당 정보를 전송하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l) 전자 선거인 명부는 유권자의 활동이 카운터의 유권자 등록 선거 관리 시스템에 정확하게 

업로드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m) 전자 선거인 명부의 네트워크 연결 중단 중에는 모든 유권자 활동을 수집해야 하며, 전자 

선거인 명부는 연결성이 복구되는 즉시 해당 유권자 활동을 전송하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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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전자 선거인 명부가 전자 서명 캡처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기기는 다음이 가능해야 

합니다. 

(1) 확인이 가능한 선명한 전자 서명 이미지 생성 

(2) 유권자의 서명 보존 및 식별 

(o) 전자 선거인 명부는 투표용지 수령 절차의 일환으로 유권자 또는 투표소 직원이 생성한 모든 

정보를 카운티의 유권자 등록 선거 관리 시스템으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유권자가 투표한 시점을 나타내는 시간과 날짜 스탬프 및 해당하는 경우 유권자의 전자 서명이 

포함됩니다. 

(p) 주 국무장관은 전자 선거인 명부를 미국전기전자학회(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EEE0 802.11 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Local Area Network, LAN) 표준에 명시된 기술과 

함께 활성화 또는 설치하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단, 전자 선거인 명부를 무선 기술과 함께 활성화 

또는 설치해야 하는 경우 다음을 활용해야 합니다. 

(1) 256비트 데이터 암호화 이상 

(2) 무선 보호 액세스(Wireless Protected Access, WPA) 2 보안 이상 활성화 

(3) 신용카드산업 데이터 보안 기준(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s, PCI DSS) 버전 

3.2(참조에 포함) 준수 

(4) 공공 또는 게스트 액세스가 불가한 전용 무선 액세스 포인트(Wireless Access Point, WAP) 또는 

카운티 직원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전용 연결 

(5) 다음 중 하나 이상이 구비된 기기: 

i. 생체 인증 

ii. 다단계 인증 

iii. 현행 PCI DSS 버전 3.2 암호 요건(참조에 포함) 준수 

iv. 로그인 시도 횟수가 8회 실패하는 경우 기기가 자동으로 지워지는 원격 삭제 기술 

(q) 광역 네트워크(Wide Area Network, WAN)을 이용하여 전자 선거인 명부의 유권자 등록 데이터를 

중앙 위치로 전송하는 관할권은 다음 중 하나를 활용해야 합니다. 

(1) 전용 임대 회선 

(2) 하드웨어 가상 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 V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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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 또는 게스트 액세스가 불가한 전용 셀룰러 연결 

(r) 전자 선거인 명부의 접근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준거법: 정부법 12172.5절 및 선거법 2550절. 참조: 선거법 2550절. 

이력 

1. 2018년 5월 16일 신규 절 제출. 정부법 규정 11343.4절 (b)(3)에 의거하여 2018년 5월 16일부터 

적용(등기 2018 20호). 

본 데이터베이스는 2021년 11월 19일 기준입니다(등기 2021 4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