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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는 최종 계획이 채택된 후 포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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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California 선거법에 제 4005절을 추가한 California 유권자 선택법(VCA), 또는 상원 법안(SB) 
450(Allen, D-26)이 2016년 9월 29일 법제화됨으로써 해당 카운티는 감독관 위원회의 승인 아래, 
특정 요구 사항이 충족될 경우 모든 선거를 우편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VCA에 따르면, 
모든 유권자는 선거일로부터 29일 이전부터 우편으로 투표지를 받게 되며 각 카운티는 공공의 
의견을 수렴하여 카운티 유권자가 투표지를 제출할 수 있는 무수한 투표지 투입함 장소와 투표 
센터를 카운티 전체에 설치하게 됩니다. 이 법률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옵션을 늘려 유권자 
참여와 유권자의 관심을 높일 목적으로 선거가 시행되는 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제안된 많은 선거 
개정 법안 중 하나입니다. 

San Diego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는 2021년 10월 19일 발효된 유권자 선택법에 따라 우리 카운티의 
선거 방식을 투표 센터 모델로 전환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San Diego 카운티 선거 
관리국은 즉시 새로운 투표 센터 모델에 따라 선거를 관리 및 실행하기 위한 절차 개발을 위해 내부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필수적인 기술장비 구매와 함께 진행된 집중적인 계획 작업을 통해 이미 성과가 있었고 그 결과 
2020년 11월 3일 대통령 총선거와 2021년 9월 14일 California 주지사 소환 선거는 모두 전 세계적 
유행병을 고려하여 "VCA 규정과 유사한" 모델을 통해 실행되었습니다. 

선거 관리국에 의해 이미 성과가 확인된 작업에 더하여, 언어 접근성 자문위원회(LAAC)와 유권자 
접근성 자문위원회(VAAC)를 포함한 유권자 및 지역사회 자문위원회에서 제공된 의견이 
통합되었습니다. 또한, 주 총무처장관실과 우리 카운티 이전에 전환 과정을 거친 여러 카운티에서 
제공된 지원과 지도에도 감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선거 관리 계획(EAP)은 미래에 있을 San Diego 카운티의 투표 및 선거에 대한 기본 토대와 안내 
지침을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부서는 다가올 변경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공에 
제공하기 위해 본 부서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하였고 커뮤니티 의견 및 웹사이트에 관한 제안을 
제공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합하였습니다. 본 부서 웹사이트 주소는 sdvote.com입니다. 

EAP가 최종 확정될 경우, 선거 관리국은 본 부서의 소셜 미디어 활동 확대,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 
기관과의 파트너십 체결, 정부 기관 및 지역사회 조직과 협력, 그리고 다양한 유권자 교육 워크샵 
제공을 포함한 포괄적인 유권자 교육 및 아웃리치 계획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선거 관리 계획은 
선거 관리국이 1백 9십만 San Diego 등록 유권자에게 다가올 변경 사항과 투표 센터 모델로의 
전환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목표를 충족하기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합니다. 

본 신규 모델을 통해 시행될 첫 선거는 2022년 6월 7일, 주지사 예비선거가 될 것이며 본 부서는 
투표 센터 모델을 통해 San Diego 카운티 유권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투표 옵션과 향상된 
유권자 경험을 제공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유효한 모든 등록 유권자는 우편으로 투표지를 
받게 되며 원할 경우 San Diego 카운티 투표 센터를 방문하여 투표하기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AP 가 준비 중인 현시점을 기준으로, San Diego 카운티에는 최소한 195 개의 투표 센터가 
설치되고 모든 투표 센터는 투표일을 포함, 4일 동안 운영될 것이며 195개 투표 센터 중 38개소는 
7일이 추가되어 총 11일 동안 운영될 것이고, 우편 투표지 투입함은 현재 유권자 등록 합계와 
California 선거법 규정에 기초하여 최소한 130개 장소에 설치될 것이 예상됩니다. 유권자는 우편 
투표 투표지를 우편(우편 요금 선납)이나 투표지 투입함 장소, 또는 모든 투표 센터에서 반환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dvote.com/content/rov/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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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 Diego 카운티의 투표 센터 모델 전환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전담팀과 저 자신은 선거 
과정에서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투표의 온전성을 수호하며 투명하고 정확하며 공정한 과정이 
유지되는 선거 서비스를 San Diego 카운티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임무를 최선을 다하여 
수행하였습니다. 

Cynthia Paes 
선거 관리국 
San Diego 카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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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투표 투표지 
§4005(a)(8)(A) 

San Diego 카운티에서 유권자 선택법(VCA)의 실행이 승인됨에 따라 1백 9십만 명 이상의 
유효 등록 유권자는 모두 우편으로 투표지를 받게 됩니다. San Diego 카운티는 또한 
이러한 의무를 통해 발생하는 우편 투표지의 인쇄, 우송 및 처리 업무량에 적절히 대처할 
준비가 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번 규정은 San Diego 카운티 선거 관리국에서 이미 
사전 조사를 통해 반영한 최근 유권자의 행동 성향과 예상되는 동향에 부합됩니다. 

또한, 하원 법안 37(Berman)에 따라, 향후 모든 선거에 대하여 모든 유권자는 이제부터 
선호 사항이나 투표 모델과 관계없이 우편으로 투표지를 받게 됩니다.  

배경 
2020년 3월 대통령 예비 선거 당시, 선거 관리국은 우편 투표지를 받기를 명시적으로 
요청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거의 1백 4십만 건의 우편 투표지를 발행하였고, 이는 우리 
카운티의 총 등록 유권자 중 대략 75%에 해당하였습니다. 우편 투표지를 받기를 요청한 
유권자의 수는 지난 20 년에 걸쳐 최근에 이를수록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수년에 걸쳐 우편 투표를 선호하는 유권자의 비율이 이처럼 높아진 것을 
고려하여, 선거 관리국은 이에 대응한 과정을 수립하고 업무 역량을 증가한 결과 우편 
투표지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능력이 충분한 수준 이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준비 작업은 2020 년 11 월 대통령 총선거를 관리하는 동안 성공적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코로나 19(COVID-19) 세계적 유행병으로 인해, 주지사가 발행한 두 개의 
행정 명령(N-64-20 및 N-67-20)과 관련 입법(하원 법안 860 - Berman 및 상원 법안 423 - 
Umberg)에 따라 선거 관리국에서 이번 대통령 총선거를 "VCA 규정과 유사한" 투표 모델을 
사용하여 실행하는 것이 허용되었고, 이에 따라 선거 관리국은 우리 카운티 내 모든 유효 
등록 유권자에게 1백 9십 6만 부 이상의 투표지를 우편으로 전송하였고 4일 동안 운영되는 
방문 투표소를 235개 장소에, 또한 거의 1개월 동안 운영되는 우편 투표지 투입함을 125개 
장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선거 관리국은 2021년 9월 14일 실행된 California 주지사 소환 선거에서도 "VCA 규정과 
유사한" 모델에 따라 또 한 번 선거 관리 행정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1백 9십 6만 부 
이상의 투표지가 우리 카운티의 모든 유효 등록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전송되었고, 
131개소의 우편 투표지 투입함 장소가 거의 1개월 동안 운영되었으며, 221개소의 방문 
투표소는 방문 투표를 위해 4일 동안 운영되었습니다.  

투표지 인쇄 및 우송 준비 
선거 관리국은 우편 투표 투표지의 인쇄와 우송 업무량을 처리할 수 있는 주 인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선거 관리국은 또한 우편 투표지의 시의적절한 배달과 반환을 
위해 우리 지역 연방우체국과 장기적이고 강력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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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투표 패키지는 공식 선거 우편물 로고가 찍힌 흰색 봉투에 동봉되어 유권자에게 
우송되며 다음과 같은 내용물이 포함됩니다:  

• 노란색 반환 봉투  
• 공식 투표지, 이는 해당 선거에 포함된 경선의 수에 따라 복수의 투표 카드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 투표지 작성 및 반환 방법에 관한 안내  
• 가장 가까운 투표 센터 및 투표지 투입함 장소 목록, 또한 sdvote.com에서 전체 
목록과 운영 시간을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안내  

• “투표하였습니다(I Voted)” 스티커  

반환된 우편 투표지의 처리 
선거 관리국에서 우편 투표지를 처리할 수 있는 역량 향상을 위해 수년에 걸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관리국은 현재 반환된 투표지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고속 우편물 분류 
기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 기계는 반환된 모든 봉투의 이미지를 
촬영하고 반환된 투표지를 추적합니다. 반환된 봉투의 서명 이미지는 담당자가 서명 비교 
작업을 수행하여 해당 서명이 기록에 보관된 유권자의 서명과 일치하는지 판단할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선거 관리국은 우편물 분류 장치의 속도와 기계 작업 및 서명 확인 
절차의 통합 및 자동화된 추출 기계의 사용을 통해 대량의 반환된 우편 투표지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환된 우편 투표지의 집계 
선거 관리국은 스캐너 한 대에 대하여 시간당 10,000장 이상의 투표지를 스캔할 수 있는 
고성능 스캐너 여덟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캐너는 2019년에 구매되었으며 
이를 통해 관리국의 스캐닝 용량은 두 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관리국은 스캐너 한 대에 
대하여 시간당 4,000장 이상의 투표지를 스캔할 수 있고 선거 주기 동안 추가 용량이 
요구될 경우 사용될 수 있는 Canon 스캐너 40대 또한 추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편 투표지의 추적 
선거 관리국은 BallotTrax 에 의해 운영되는 주 총무처장관실의 나의 투표지 추적 
시스템(Where’s My Ballot system)을 우편 투표지 추적에 사용합니다. 이 시스템은 
유권자들의 우편 투표지 처리 상태에 관해 유권자들에게 추가적인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유권자는 투표지가 동봉된 보안 반환 봉투가 우편물 수송 절차에 따라 이동되는 동안 
적절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 투표지는 연방우체국에서 투표지가 우송되었을 
때와 선거 관리국에 반환되었을 때 이를 추적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텔리전스 메일 
바코드(IMB)를 통해 추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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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센터와 투표지 투입함 장소 
§4005(a)(10)(B) 

VCA는 투표 센터와 투표지 투입함 장소의 배정 및 위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공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투표 센터와 투표지 투입함 장소는 아래 설명된 구체적인 고려 사항과 
요구 사항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 대중교통과의 근접성 
• 전통적으로 우편 투표 사용 빈도가 낮은 지역사회와의 근접성 
• 인구 중심과의 근접성 
• 소수 언어 커뮤니티와의 근접성 
• 장애 유권자와의 근접성 
• 세대당 차량 소유 비율이 낮은 커뮤니티와의 근접성 
• 저소득층 커뮤니티와의 근접성 
• 유권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격 있는 유권자 커뮤니티와의 근접성 
• 미국 원주민 보호구역을 포함한 지리학적으로 고립된 인구와의 근접성 
• 칼리지 캠퍼스 또는 대학과의 근접성 
• 장애인 주차장 및 무료 주차장 이용 가능성 
• 유권자가 승용차 또는 대중교통 수단을 통해 이동해야 하는 거리와 시간 
• 투표 센터 및 투표지 투입함 장소 근처의 교통 패턴 

투표 센터 공식 및 고려 사항 
§4005(a)(10)(l)(vi)(l) 

VCA 는 등록된 유권자 수에 기초하여 투표 센터 설치 개수를 정하는 공식을 
제정하였습니다. 카운티는 등록 유권자 50,000명당 11일 동안 운영되는 투표 센터 한 개를 
제공하고 등록 유권자 10,000명당 4일 동안 운영되는 투표 센터 한 개를 각각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VCA에 요약된 알고리즘에 근거할 경우, San Diego에 요구되는 최소 
투표 센터는 선거일 포함 11일 동안 운영되는 투표 센터의 경우 39개, 선거일 포함 4일 
동안 운영되는 투표 센터의 경우 195개입니다. 

선거 관리국은 최소 요구 수준보다 많은 수의 투표 센터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San Diego 
카운티는 선거일 포함 11일 동안 운영되는 투표 센터를 대략 39개소 운영할 계획입니다. 
모든 장소는 마지막 4일 동안 San Diego 카운티 전체에서 완전한 운영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투표 센터는 두 가지 “운영일”에 따라 운영되고 마지막 4일 동안은 보다 많은 수의 
투표 센터가 운영되며 선거일 당일은 연장 시간으로 운영됩니다. 

투표 센터의 수를 증가함으로써 Borrego Springs, Boulevard, Campo, Descanso, Rincon 
및 Warner Springs 와 같은 고립된 지역사회에 투표 센터가 추가로 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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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센터 최소 요구 사항 
투표 센터는 법률에 정해진 요구 사항과 장애 유권자의 접근성 및 언어적 요구, 장소의 
가용성 및 공공의 의견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선거 관리국은 투표 센터 장소로 가장 
적합한 지역을 선택하기 위해 유권자와 인구 데이터를 보조 자료로 이용할 것입니다. 

선거 관리국은 투표 센터가 모든 유권자에게 보다 뛰어난 접근성 및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San Diego 카운티 전역에 분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백 개의 잠재적 후보 
시설을 파악 및 평가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투표 센터 장소의 선택  
VCA는 투표 센터를 설치할 때 카운티에서 최소한 14개의 기준을 고려할 것을 요구합니다. 
선거 관리국은 포용적 민주주의 센터(CID) 장소 선정 도구와 SanGIS에서 이용할 수 있는 
최신 공간 정보를 바탕으로 요구되는 모든 기준을 고려할 것입니다. 선거 관리국은 제안된 
장소를 검색하고 요구되는 기준에 비추어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쌍방향 CID 장소 
선정 도구 접속 권한을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17쪽에 제공된 포용적 민주주의 센터 장소 
선정 도구 설명 참조). 

CID 장소 선정 도구는 제안된 장소를 요구되는 기준에 비추어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하지만, 투표 센터 설치 장소가 어느 곳에서 확인 및 
확정되어야 하는지를 자동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투표 센터 조사 평가 
필수 기준을 고려함과 더불어, 투표 센터 조사 평가를 통해 법률에 따라 요구되지는 
않더라도 투표 센터 선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선정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이러한 장소 선정 요소에 대한 몇몇 예시로는 이동 경로, 투표 구역의 크기, 적절한 조명의 
존재 여부(실내 및 실외 모두), 제안된 장소의 지리적 위치, 인터넷 연결성 및 전기 용량 
등이 포함됩니다. 

투표 센터 시설 채택 과정 
코로나 19(COVID-19) 세계적 유행병 및 이와 관련된 긴급 입법의 결과, 선거 관리국은 
2020년 11월 대통령 총선거와 2021년 9월 주지사 소환 선거를 “VCA 규정과 유사한” 투표 
모델에 따라 카운티 전역에 투표를 위해 4일 동안 운영되는 투표소를 221개에서 235개까지 
설치하여 실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투표소에 대해서는 다시 투표 센터에 대한 최소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검토와 평가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인 주거지와 면적이 1,000 평방피트 미만인 장소와 같이 투표 센터 운영을 수용할 수 
없는 장소는 연락을 통해 투표 방식이 신규 투표 모델로 전환된 사실을 통보하고 그동안 
서비스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 외 시설은 다음 단계 채택 과정을 위한 검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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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조사 
이전 단계의 시설 채택 과정에 근거하여 500개 이상의 투표 센터 장소 목록이 검토되었고 
기본적 기준이 충족된 경우 투표 센터로 제공될 수 있는지 확인을 위해 연락이 
이루어졌습니다. 

공공시설이 아닌 시설물의 경우 연락을 취하여 이용 가능성과 잠재적 비용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공공시설의 경우 투표 센터 조사 평가 일정을 정하기 위한 연락이 
취해졌습니다. 

카운티 내 추가적인 공공건물과 시설은 이전에 사용된 투표소 조사에 사용된 것과 같은 
방식의 평가를 거친 후 부가적인 조사를 위한 마스터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전에 
투표소로 사용된 적이 없는 적정 시설에는 투표 센터 현장 평가를 위한 연락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인구 데이터에 기초하여 도시별 목표 투표 센터 수를 평가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잠재적 투표 센터 목록, 운영일 및 운영 시간 
§4005(a)(10)(l)(vi)(III), §4005(a)(10)(l)(vi)(VI) 

선거 관리국은 현재 잠재적 투표 센터를 확인하고 현장 평가와 이용 가능성 조사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투표 센터 장소는 공공의 의견과 법률에 따라 정해진 요구 
사항을 함께 고려하여 채택될 것입니다. 선정된 투표 센터 최종 목록은 유권자 정보 안내 
책자에 포함되며, 선거 관리국 웹사이트, sdvote.com에서도 제공될 것입니다. 

대략 39개소의 투표 센터는 선거일로부터 10일 이전부터 정규 운영 시간 동안 오전 
8:00부터 오후 5:00까지 운영하며, 선거일 당일은 오전 7:00부터 오후 8:00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합니다. 추가적인 196 개소 투표 센터는 선거일로부터 3 일 이전부터 운영될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부록 61쪽에 포함된 본 문서가 발행된 당시의 11일 및 4일 투표 
센터 장소 목록표 참조. San Diego 카운티 선거 관리국은 투표 센터 목록을 sdvote.com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https://www.sdvote.com/
https://www.sdvo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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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센터 제안 지역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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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센터 레이아웃 
§4005(a)(10)(l)(vi)(XI) 

카운티 투표 센터에서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경험은 2021년 9월 주지사 소환 선거 동안 
사용된 투표소에서의 투표 경험과 유사할 것입니다. 다만, 투표 센터는 유권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향상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합니다. 모든 투표 센터에는 투표 센터 
담당자가 유권자의 등록 상태와 자격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 명부(전자 선거인 명부, 또는 e-선거인 명부)가 설치될 것입니다.  투표 센터에서 
유권자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방문 투표 또는 이미 기표한 우편 투표지(반환 투표지에 넣어 밀봉한 후) 반환 
• 터치스크린 투표지 기표 도구를 사용하여 선택 사항에 표시한 후 공식 투표지 인쇄 

o 모든 투표지 기표 도구에는 장애 유권자가 독립적 및 개인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접근성 기능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 우편으로 받은 투표지를 투표 센터에 방문하여 기표한 후 제출 
• 교체 투표지를 발급받고 같은 날 투표 
• 언어 지원 서비스 수령  
• 유권자 등록을 완료하고 같은 날 투표 
• 유권자 등록 정보 업데이트(주소, 선호 정당) 

선거 관리국은 투표 센터 레이아웃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유권자가 본인의 투표지를 
독립적 및 개인적으로 기표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모든 투표지 기표 도구와 기표소를 
배치할 것입니다. 레이아웃은 장애 유권자의 접근성을 민감하게 고려하여 결정되며 각 
장소의 다양한 형태와 투표소 규모에 맞도록 조정될 것이 예상됩니다(레이아웃 예시는 
부록 60쪽 참조). 

각 투표 센터 레이아웃은 다음 네 개의 스테이션으로 구성됩니다: 

• 접수 스테이션: 유권자를 맞이하고 유권자의 줄을 관리하며 반환되는 우편 
투표지를 접수하고 체크인 양식, 받침판, 펜을 제공하며 유권자를 체크인 
스테이션까지 안내합니다 

• 체크인 스테이션: 유권자에 대한 체크인 절차를 수행하고 유권자의 조건부 등록 
업무과 지원 업무를 제공합니다 

• 투표 스테이션: 유권자는 투표지 기표 도구를 사용하여 또는 기표소에서 선택 
사항을 개인적 및 독립적으로 표시합니다(우편으로 배달된 투표지의 기표) 

• 체크아웃 스테이션: 공식 투표함에 투표지를 제출하고 "투표하였습니다(I Voted)" 
스티커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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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센터 직원 수 
§4005(a)(10)(l)(vi)(IX) 

투표 센터의 예상 직원 수는 예상되는 투표 센터 방문 유권자 수와 종일 근무 시간을 반영한 
일정에 대비한 11일 운영 투표 센터와 4일 운영 투표 센터의 개수, 체크인 스테이션 개수 
및 투표지 기표 도구의 개수에 기초하여 정해집니다. 요구되는 예상 투표 센터 직원 수는 
11일 운영 센터에 필요한 인원은 평균 6명, 모든 투표 센터에서 투표가 이루어지는 4일 
동안 필요한 인원은 평균 12명으로 계산한 공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평균을 계산할 때는 
투표 센터에 따라 요구되는 직원 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됩니다. 

투표 센터 유형 장소 개수 직원 운영 형태  일수  종일 근무 시간 예상 인원 
11일 39 6인 직원  7일 39개소 x 6명    234  

   12인 직원   4일   39개소 x 추가 6명      234  
      

4일   181  12인 직원 4일 186개소 x 12명  2,172  
      

총 예상 필요 인원수 
(모든 수치는 예상값임) 

220 
  

 2,640  

 
  



EAP 초안 - 페이지 13 / 75 
 

투표지 투입함 장소 공식 및 고려 사항 
§4005(a)(10)(l)(vi)(II) 

VCA는 등록 유권자 수에 기초하여 투표지 투입함 장소의 개수를 정하는 공식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카운티는 선거가 열리는 관할 지역 이내에는 최소한 두 개의 장소를, 또한 등록 
유권자 15,000명당 최소한 한 개의 투표지 투입함 장소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San 
Diego 카운티 선거 관리국은 San Diego 카운티 전역에 대략 130개소의 투표지 투입함 
장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잠재적 투표지 투입함 장소를 조사하는 동안은 최소 기준이 고려 및 평가됩니다. 
유권자에게 작성된 투표지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출할 추가적인 옵션을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투표지 투입함 장소가 고려됩니다. 투표 센터 장소와 우체국 이외의 지역에 
이미 설치된 보안 카메라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독립형 투입함 설치에 적합한 
장소를 확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투입함 장소는 독립형과 담당자가 있는 투표지 투입함이 혼합되어 설치될 것입니다. 

투표지 투입함 최소 요구 사항 
§4005(a)(10)(l)(vi)(VI) 

California 총무처장관실은 VCA 최소 요구 사항에 더하여 장애인 접근성과 언어 요구 
사항과 같은 규정을 추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독립형 투표지 투입함은 투표지 투입함의 
그래픽에 포함된 언어 및 법률적 언어의 번역본이 제공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또한, 
선거 관리국은 점자 안내판, 대조가 보다 뚜렷한 삽화의 사용과 같이 장애 유권자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기능을 더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고려할 수 있는 모범 
사례 조사를 위해 장애인 커뮤니티 파트너들과 계속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투표지 투입함은 실내 또는 실외와 관계없이, VCA에 정해진 규정과 장애 유권자의 접근성 
및 언어 요구, 장소의 가용성 및 공공의 의견에 기초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선거 관리국은 투표지 투입함이 모든 유권자에게 보다 뛰어난 접근성 및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San Diego 카운티 전역에 분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백 개의 잠재적 
후보 장소를 파악 및 평가하는 작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선거 관리국은 또한 “California 법규집(CCR) 타이틀 2. 행정, 디비전 7, 챕터 3. 제1조. 우편 
투표 투표지 투입함과 우편 투표 드롭오프 장소”에서 정한 투표지 투입함의 디자인 요구 
사항, 보안 모니터링 및 이용 가능한 투표 기간 동안 투입함의 사용 절차 등의 보안 조치에 
관한 지침을 준수할 것입니다. 투표지 투입함에 인쇄된 디자인과 언어는 그러한 투입함이 
공식적이고 안전한 설치물임을 공공에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투표지 투입함은 공공기물 
파손 방지 코팅 및 방화 기능과 같은 예방 차원의 보안 기능이 추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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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투입함 조사 평가 
VCA는 투표지 투입함 설치 장소를 정할 때 카운티에서 최소한 14개의 기준을 고려할 것을 
요구합니다. 선거 관리국은 포용적 민주주의 센터(CID) 장소 선정 도구와 SanGIS에서 
이용할 수 있는 최신 공간 정보를 바탕으로 요구되는 모든 기준을 고려할 것입니다. 선거 
관리국은 제안된 장소를 검색하고 요구되는 기준에 비추어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쌍방향 CID 장소 선정 도구 접속 권한을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17쪽에 제공된 포용적 
민주주의 센터 장소 선정 도구 설명 참조). 

CID 장소 선정 도구는 제안된 장소를 요구되는 기준에 비추어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하지만, 최종적인 투표지 투입함 설치 장소를 자동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투표지 투입함 설치 장소를 정할 때는 이러한 최소 요구 사항에 더하여 추가적인 기준이 
고려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법률에 따라 요구되지 않지만, 장소 채택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선정된 장소의 최적성을 향상할 것입니다. 이러한 장소 선정 요소에 관한 몇몇 
예시로는 현장의 보안 카메라 존재 여부, 투표지 회수팀을 위한 단기/장기 주차 공간의 
가용성 및 제안된 장소에 적절한 조명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투표지 투입함 장소 채택 과정 
현재는 선거 관리국에서 보내는 통신문과 투표지 투입함에 관한 사양, 기준 및 자주 하는 
질문 등이 포함된 정보 제공용 전단지가 포함될 정보 패키지 개발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패키지는 잠재적인 장소와 연락을 취하여 투표지 투입함 설치 과정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 패키지에는 모든 당사자가 역할 및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는 투표지 투입함 동의서가 포함될 것입니다. 

이전 투표소와 우편 투표지 투입함 장소에 대해서는 해당 장소가 투표지 투입함 장소로 
적합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잠재적 투표 센터 장소 선정 시와 
마찬가지로 유권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제출하기 위한 추가적인 옵션을 제공하는 장소가 
잠재적 투표지 투입함 장소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잠재적인 도시 소유 장소, 도서관 및 
기타 공공에 제공되는 장소에 관한 조사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잘 알려진 소매 
쇼핑센터와 개인 소유지 또한 가능한 장소로 선정되었습니다.  모든 잠재적 투표지 투입함 
장소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투표 센터 채택 과정과 
마찬가지로, 투표지 투입함이 가장 많이 필요한 도시와 지역에 우선순위가 주어집니다. 

모든 잠재적 장소는 적합성과 접근성 판단을 위해 현장 조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장소 
검토가 완료되면, 위치별 잠재적 투입함 장소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 
작업은 현장 세입자, 부동산 관리 회사 및/또는 부동산 소유주와 협력을 통해 승인을 얻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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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투표지 투입함 목록, 운영일 및 운영 시간 
§4005(a)(10)(l)(vi)(IV), §4005(a)(10)(l)(vi)(VII) 

선거 관리국은 현재 잠재적 투표지 투입함 장소를 확인하고 현장 평가와 이용 가능성 조사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투표지 투입함 장소는 공공의 의견과 법률에 따라 
정해진 요구 사항을 함께 고려하여 채택될 것입니다. 선정된 투표지 투입함 장소 최종 
목록은 유권자 정보 안내 책자에 포함되며, 선거 관리국 웹사이트, sdvote.com에서도 
제공될 것입니다. 

모든 투표지 투입함 장소는 정규 업무 시간 동안 운영되며,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 
이용 가능한 투입함이 최소한 한 개 이상 설치될 것입니다. 모든 투표지 투입함 장소는 
선거일 오후 8:00에 운영이 종료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부록 61쪽에 포함된 본 문서가 발행된 당시의 투표지 투입함 장소 목록표 
참조. 선거 관리국은 투표지 투입함 장소 목록을 sdvote.com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https://www.sdvote.com/content/rov/en.html
https://www.sdvote.com/content/rov/en.html


EAP 초안 - 페이지 16 / 75 
 

투표지 투입함 장소 제안 지역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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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센터 및 투표지 투입함 장소 선정 도구 및 접근법 
투표 센터 및 투표지 투입함 장소 선정 작업 지원을 위해, 선거 관리국은 포용적 민주주의 
센터(CID) 장소 선정 도구와 우리 카운티의 지리 정보 시스템(GIS) 기술을 사용하여 
잠재적 투표 센터와 투표지 투입함 장소에 이상적인 위치를 파악할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은 인구통계학과 유권자 데이터, 투표소, 필지 정보, 인구 조사 데이터 및 지역사회 
수준의 선거구 정보를 시각화함으로써 완료할 수 있습니다. 

반 마일 단위로 카운티 전체를 커버하는 셀로 구성된 장소 선정 도구 그리드를 활용하여, 
“적정 지역”을 파악하여 현재까지 집계된 투표소, 기타 투표 장소 및 신규 공공건물 및 
시설과 비교하였습니다. 조사 평가를 통해서는 그러한 장소가 투표 센터나 투표지 투입함 
장소에 대한 최소 요구 사항과 기타 장소 선정 요소들을 충족하는지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위해, CID 데이터가 현재까지 집계된 투표소, 기타 
투표 장소, 공공 기반시설 및 커뮤니티 장소에 기초하여 선택된 잠재적 투표 센터 및 투표지 
투입함 장소 정보와 통합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기존 데이터의 검토, 신규 장소의 
제안 및 장소 선정 과정에 대한 추적이 가능해져 정보에 기초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접근법 
San Diego 선거 관리국은 CID 장소 선정 도구와 장소 선정 요소 및 GIS 기술을 사용하여 
우리 카운티에서 유권자 센터와 투표지 투입함 장소가 될 수 있는 “적정 지역”을 충족하는 
장소를 모두 확인할 것입니다. 

웹사이트의 장소 선정 제안 양식 
평가 대상 투표 센터와 투표지 투입함 장소를 선택하는 또 다른 방법은 sdvote.com에 
제공된 장소 선정 제안 양식을 통해 접수된 공공 의견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일반 대중은 
이 양식을 통해서 해당 장소로 제안하고자 하는 시설의 이름과 주소 및 제안 사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선거 관리국은 투표 센터 및 투표지 투입함 장소와 관련된 의견에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https://ca.cidsitingtool.org/county.html?county=073
https://ca.cidsitingtool.org/county.html?county=073
https://ca.cidsitingtool.org/county.html?county=073
https://www.sdvote.com/content/rov/en/VotersChoiceAc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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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유권자를 위한 서비스 
§4005(a)(10)(l)(vi)(X) 

San Diego 카운티 선거 관리국은 투표 센터 모델로의 전환 과정 전체를 통해 장애 
유권자에게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선거 관리국은 지역사회와 
고문 위원회의 의견을 통한 협력 절차와 최신 포괄적 접근성 조사 결과 등을 사용하여 장애 
유권자를 위한 서비스를 확대 및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선거 관리국은 장애 유권자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모든 투표 센터가 장애인 접근성 규정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 최신 장애인 보조 기술이 적용된 투표지 기표 도구를 사용합니다 
• 원격 접근 가능한 우편 투표(RAVBM) 시스템을 통해 카운티의 장애 유권자에게 
가정에서 독립적으로 투표지를 제출할 능력을 제공합니다 

• 오디오 버전 투표 자료를 제공합니다 

업데트된 장애인 접근성 조사 
§4005(a)(4)(C) 

장애인 접근성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주 총무처장관 접근성 체크리스트가 검토되었고 
부가적인 요구 사항을 선거 관리국의 투표소 조사 목록에 추가하여 San Diego 카운티 선거 
관리국 투표 센터 조사 기준이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버전은 대중교통을 통한 이동 경로를 
보다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 수가 최대인 장소를 찾는 것과 보도의 
연석을 잇는 경사로 유형을 구별하는 추가적인 질문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현재 조사에 포함된 모든 질문이 주 총무처장관 접근성 체크리스트와 VCA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과거의 조사 내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유권자 센터 
조사 형식은 또한 이전의 종이 버전과 시대에 맞지 않는 전자 버전에서 모바일 전자 장비를 
통해 사용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기반 프로그램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유권자 정보 안내 책자와 VBM 안내 자료에 포함된 장애 유권자를 위한 
서비스에 관한 정보 
§4005(a)(8)(B)(i)(IV) 
 
유권자 정보 안내 책자에는 장애 유권자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과 장애인 권리, 
California 투표 핫라인 전화번호 및 일반적 문의 사항을 위해 선거 관리국에 연락하는 
방법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안내 책자에는 투표지에 기표할 능력이 없는 
유권자는 투표 시 도움을 받기 위해 두 명의 개인을 동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시될 
것입니다. 또한, 안내 책자에는 장애 유권자가 원격 접근 가능한 우편 투표 
투표지(RAVBM) 요청을 할 수 있는 우편 요금 선납 엽서가 포함될 것입니다. 

우편 투표지 기표에 관한 안내 자료를 통해서는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된 선거 자료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유권자에게 알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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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에 게시된 장애인 지원 정보 
§4005(a)(10)(l)(i)(IV), §4005(a)(8)(B)(ii) 

선거 관리국은 본 부서 웹사이트를 통해 모든 유권자에게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웹사이트 디자인과 관련하여서는 스크린 리더와 쉬운 페이지 탐색이 가능한 
호환성 촉진을 위해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졌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선거 과정, 유권자 등록, VCA 규정 및 선거 관리 계획(EAP) 등과 관련된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합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또한 접근 가능한 투표(sdvote.com) 전용 
페이지가 마련되어 다음이 포함된 장애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정보가 제공될 
것입니다: 

• 투표 센터와 투표지 투입함 접근성 
• 투표지 기표 도구에 관한 설명 및 사용법 안내 
• 장애 유권자를 위한 참고 자료 
• 원격 접근 가능한 우편 투표 투표지(RAVBM) 요청 방법 

이 웹사이트에는 장애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과 투표 센터에서 제공되는 장애 
유권자 접근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투표 센터와 투표지 투입함 
목록이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포함될 것입니다. 

장애 유권자가 우편 투표지, RAVBM, 또는 교체 투표지를 요청하는 방법 
§4005(a)(5), §4005(a)(10)(l)(ii) 

투표 센터 모델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장애가 있는 개인은 우편 투표지, RAVBM, 또는 교체 
투표지를 본 부서 웹사이트, 이메일, 전화, 서면 형식, 또는 선거 관리국에 직접 방문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또한 모든 유권자 정보 안내 책자에 포함된 우편 요금 선납 
엽서를 통해 RAVBM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이러한 옵션에 더하여, 모든 투표 
센터에서 교체 투표지를 요청하고 방문 투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dvote.com/content/rov/en/outreach/accessible_voting.html
https://www.sdvote.com/content/rov/en/outreach/accessible_voting.html


EAP 초안 - 페이지 20 / 75 
 

원격 접근 가능한 우편 투표(RAVBM) 
§4005(a)(8)(B)(i)(IV) 

San Diego 카운티에 등록된 장애 유권자는 선거 관리국의 원격 접근 가능한 우편 
투표(RAVBM) 시스템에 연결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는 투표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RAVBM은 장애 유권자가 우편 투표지에 전자적으로 접속하기 위한 요청을 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합니다. 이 투표지는 유권자의 컴퓨터에 다운로드될 수 있고 유권자가 소유한 
보조 기술을 사용하여 기표하여 인쇄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RAVBM 시스템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우편 투표지와 관련하여, RAVBM 투표지는 시스템 사용 안내에 따라 제공된 반환 봉투에 
넣어 밀봉되어야 하고 서명한 후 우편이나 가까운 투표 센터 또는 공식 투표지 투입함 
장소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투표지 반환에 관한 안내는 모든 유권자의 우편 주소 또는 이메일 주소로 전송된 유권자 
정보 안내 책자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접근 가능한 투표지 기표 도구의 유형 및 개수 
§4005(a)(2)(B), §4005(a)(4)(D), §4005(a)(10)(l)(vi)(X) 

San Diego 카운티의 모든 투표 센터에는 접근성 기능이 완비된 투표지 기표 도구가 최소한 
여덟 개 이상 설치될 것이며 투표 구역의 크기와 유권자의 요구에 따라 도구의 수는 확대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터치스크린 화면, 오디오 촉각 기기, 또는 본인이 소유한 보조 기술을 사용하여 
투표지에 기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표지 기표 도구는 장애 유권자에게 자율적으로 
투표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투표지 기표 도구는 모든 유권자가 개인적 및 독립적으로 
투표지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로 배치될 것입니다. 

투표 센터에서 제공되는 합당한 보충 서비스 유형 및 개수 
§4005(a)(6)(D), §4005(a)(10)(l)(vi)(X) 

투표 센터 내에서 제공될 합당한 보충 서비스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장애 유권자 
지원을 위해 전자적 체크인, 최소 여덟 개의 접근 가능한 투표지 기표 도구 설치 기준, 
물리적인 보충 서비스 등이 실행될 것입니다. 

돋보기는 요청에 따라 제공될 것이며 의자는 요청에 따라 체크인 스테이션과 접근 가능한 
기표소에서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 유권자에게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투표 센터 
직원이 투표 구역에 대한 시각적 안내원으로서 유권자를 보조하거나 유권자에게 보이지 
않는 정보를 낭독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각 투표 센터에 대해서는 요청에 의한 보충 서비스에 더하여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필요할 경우, 기표소 입장을 위해 필요한 문턱 경사로나 위험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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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는 안전콘, 미끄러운 위험 요소를 덮기 위한 매트 등이 시설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시설에서는 접근성을 위해 투표 장소까지 문을 열어 둘 것이 요청될 것입니다. 

각 투표 센터에는 유권자가 투표 센터에 들어갈 필요 없이 가두 투표 요청을 위해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기재된 표지판이 설치될 것입니다. 

무료 유권자 전화번호 
§4005(a)(10)(l)(vii) 

주민들에게는 질문하거나 투표 및 선거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접근성 
기능을 유권자에게 안내해주기 위한 무료 유권자 전화번호가 제공될 것입니다. 이 무료 
전화번호는 선거 관리국 웹사이트에 게시되고 미디어 파트너를 통한 홍보 자료와 유권자 
정보 안내 책자를 포함한 직접적인 유권자 연락 정보에도 제공될 것입니다. 

청각 장애, 난청, 또는 언어 장애가 있는 유권자는 711 을 눌러 California 릴레이 
서비스(CRS)에 연결하여 문자 전화(TTY)나 기타 도구를 통한 전화 시스템을 통해 선거 
관리국 무료 유권자 전화번호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CRS는 다음과 같은 통신 방식을 
지원합니다: TTY, VCO, 2LVCO, HCO, STS, VASTS, ASCII, 또는 음성. 

화상 회의 
선거 관리국은 투표 센터에서 요청에 따라 미국 수화 통역 지원을 제공하는 옵션에 관한 
조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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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지원 서비스 
선거 관리국은 유권자에게 포괄적인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선거 관리국은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전담 직원이 문화적으로 적절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범위한 
이벤트 달력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언어 그룹의 커뮤니티에 투표 
센터 모델로의 전환에 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번역된 참조 투표지 및 언어 지원  
§13400 

California 선거법 §14201에 따라, 선거 관리국은 타겟 선거구에 번역된 참조 투표지를 
제공할 의무와 타겟 선거구에 번역된 참조 투표지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명시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권자 정보 안내 책자 또는 우편 투표지 안내 자료 및 웹사이트에 포함된 
언어 지원 
§4005(a)(8)(B) 

유권자 정보 안내 책자와 우편 투표지 안내 자료에는 유권자에게 번역된 선거 자료와 언어 
지원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 공지될 것입니다. 

웹사이트에는 언어 지원 서비스 전체 목록이 제공됩니다. 현재, 선거 관리국은 투표소 모델 
아래 제공되는 언어 지원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본 부서 웹사이트 언어 지원(sdvote.com) 
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웹페이지는 투표 센터 모델 아래 제공되는 언어 지원 
서비스를 반영하기 위해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투표 센터 이중 언어 직원 채용 및 지원 언어 
§4005(a)(10)(l)(vi)(IX) 

선거 관리국은 연방 투표권법(VRA)에 따라 대면 언어 지원이 요구되는 언어 규정을 
충족하는 선거구에 위치하고 있거나 그러한 선거구에 인접한 투표 센터를 파악할 
것입니다. 선거 관리국은 또한 연방 투표권법 §12303 및 §203의 부속 조항 (c)에 따라, 
어느 투표 센터에 특정 언어가 유창한 개인이 직원으로 채용되어야 할지에 관한 공공의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이러한 투표 센터에는 이중 언어 투표 센터 직원을 채용 및 
배정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언어 지원 요구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된 투표 센터에서도 유권자는 여전히 번역된 
서면 자료나 전화를 통한 언어 지원 등과 같은 대체 옵션을 통해 효과적인 언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sdvote.com/content/rov/en/outreach/language_assistance.html
https://www.sdvote.com/content/rov/en/outreach/language_assistanc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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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전화 유권자 전화번호 및 유권자 콜센터 
§4005(a)(10)(l)(vii), §4005(a)(10)(l)(i)(I) 

선거일에 이르기까지 선거 관리국은 선거일 이전, 당일, 및 이후에 문의 사항이 있는 
유권자를(해당 언어로) 지원하기 위해 이중 언어 담당자가 채용된 콜센터를 운영하고 전화 
연결을 통한 통역사 서비스를 활용합니다. 무료 콜센터 전화번호는 (800) 696-0136이며 
이 번호는 현재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이 무료 전화번호는 또한 선거 관리국 웹사이트와 공공 서비스 발표문, 마케팅 자료 등에 
게시되며 미디어 파트너를 통한 홍보 자료와 유권자 정보 안내 책자를 포함한 직접적인 
유권자 연락 정보에도 제공될 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한 개의 무료 전화번호를 통해 
언어 커뮤니티를 포함한 공공에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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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테크놀로지  

전자 유권자 명부(E-선거인 명부) 
전자 선거인 명부(e-선거인 명부)는 종이 명부를 대체하고 투표 센터 장소에서 자격이 있는 
모든 유권자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e-선거인 명부에는 투표 센터에서 사용되는 전자적 등록 유권자 목록(유권자 명부)이 
포함됩니다. 유권자 명부는 해당 선거에 투표할 자격이 있는 모든 등록 유권자에 대한 공식 
목록입니다. E-선거인 명부는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선호하는 언어, 선호 정당, 선거구 및 
우편 투표 등록 상태 등을 포함한 유권자 등록 데이터를 확인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면허증 번호나 사회보장번호에 대한 참조 정보는 절대 e-선거인 
명부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전자 선거인 명부는 종이 명부와 비교하여 보다 우수한 검색 
기능과 유권자 상태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므로 유권자에게 보다 향상된 투표 경험을 
창출합니다. 

e-선거인 명부는 유권자 등록 시스템과 유권자 상태에 관한 최신 정보를 보안이 유지되고 
암호화된 방식으로 교환하므로 투표 센터의 직원이 투표지를 받을 유권자의 자격을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이중 투표를 방지합니다. 등록 시스템은 VoteCal 
시스템과 연결을 통해 그러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VoteCal 시스템은 중앙 집중식 주 전체 
유권자 등록 데이터베이스로 카운티 등록 데이터베이스는 물론 교정재활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 공중보건부(Department of Public Health) 및 
차량관리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와 같은 기타 주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고 정보를 
교환합니다. 

투표 시스템 
선거 관리국은 테스팅, 인증 및 운영 과정 전체에서 투표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한 엄격한 보호 관리 체계를 준수합니다. San Diego 카운티의 투표 시스템은 인증 
과정의 일환으로 본 시스템이 미국 전체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인 California 투표 시스템 
기준(CVSS)을 포함한 California 및 연방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주 
총무처장관실과 공인 투표 시스템 검사 연구실에 의해 기능 및 보안 측면에서 엄격한 
검사를 거쳤습니다. 우리 카운티의 인증 투표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보호 관리 
체계와 소프트웨어의 온전성이 엄격히 통제되는 환경에서 사용됩니다.  

보안 기능은 카운티의 투표 테크놀로지의 모든 부분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엄격한 투표 
테크놀로지 인증 과정의 일환으로, 제삼자 독립 테스팅 기관이 소스 코드 검토 및 평가 
작업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보안 침투 테스트, 정상적, 비정상적 환경 아래 시스템 
성능과 기능 작동 능력을 인증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 관련 성능 검사 작업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작업은 코드에서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여 투표 시스템을 인증하기 
이전에 시스템 공급업체에서 그러한 보완점을 해결 또는 최소화하도록 요청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카운티 선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목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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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에게 요구되는 규정을 포함한 선거 관리국의 엄격한 보호 관리 체계는 소스 코드가 
침해되지 않도록 방지하며 선거 후 검토와 감사를 통해 기표된 투표지와 투표 시스템 
사이의 호환성이 확립됩니다. 

또한, 카운티의 투표 시스템은 종이 기반이어서 선거 관리국은 제출된 모든 투표를 추적할 
수 있는 종이 투표지를 보유하게 됩니다.  

투표지 기표 도구(BMD) 
모든 투표 센터에는 선거 관리국에서 집계될 공식 투표함에 투표지를 제출하기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공식 종이 투표지를 인쇄하는 기능이 있는 
터치스크린 투표지 기표 도구가 최소한 여덟 대 이상 설치될 것입니다. 

투표지를 직접 제출하기 위해 이러한 투표 센터를 방문하는 유권자는 해당 도구를 
사용하여 투표지에 기표하게 됩니다. 이 도구는 어떠한 표도 저장하거나 데이터 형식으로 
작성하거나 집계하지 않으며, 또한 어떠한 유권자 정보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도구를 투표지 기표 도구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유권자는 선택 
사항을 화면에 표시합니다. 그다음 유권자는 연결된 프린터를 통해 선택 사항이 표기된 
공식 투표지를 인쇄하게 됩니다. 이 공식 종이 투표지가 공식 투표함에 제출되고 선거 
관리국에 의해 집계됩니다. 

이러한 투표지 기표 도구는 미국 장애인법을 모두 준수합니다. 유권자는 영어 버전에 
더하여 연방에서 지원하는 다음 네 개의 언어 중 한 가지로 번역된 투표지를 우리 
카운티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및 중국어. 

투표 센터 직원은 이 도구를 활성화하여 유권자의 기표 세션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합니다. 
유권자는 언어를 선택하고 투표 선택 항목 옆의 화면을 터치하여 선택 사항을 표시합니다. 
유권자는 선택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화면을 통해 수정한 후, “투표지 인쇄하기”를 
눌러 공식 투표지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선택 사항을 검토한 후 투표지를 비밀 
봉투 또는 투표 센터 직원이 제공한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을 수 있고, 또는 투표 센터 
직원에게 반환하여 대신 투표함에 넣어주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안내 비디오는 sdvote.com에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https://www.sdvote.com/content/rov/en.html


EAP 초안 - 페이지 26 / 75 
 

투표 보안 
선거 관리국은 투표지 온전성 및 유권자 등록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선거의 온전성을 보호하는 보안 조치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합니다. 이러한 위협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모든 사건이 각각 다른 특성이 있지만, 모범 
사례와 엄중한 규범을 실행함으로써 이러한 위협과 사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선거 관리국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수명 관리 정책을 통해 현 시스템을 계속해서 
향상하고 있습니다. 선거 관리국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합하는 한편, 물리적 통제 조치 
및 사이버보안 통제 조치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투표 시스템 장비가 보관된 시스템 룸에 대해서는 보안 유지를 위해 엄격한 접근 통제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보안 수단으로 선거 관리국의 각 룸에는 천장 
카메라가 입구와 출구를 향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해 행위 방지를 위한 보안 및 비상 계획 
§4005(a)(10)(l)(vi)(VIII)(ia) 

선거 관리국은 파트너십 체결, 내부적 통제 수단 및 절차를 실행하는 것과 같은 다각적인 
접근법을 활용하여 선거 운영에 대한 방해 행위를 방지할 것입니다. 

주, 연방 및 지역 파트너십 
선거 관리국은 San Diego 카운티 최고 기술국(CTO) 및 카운티의 IT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현 정보 기술 외주 책임자(ITO)와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선거 관리국은 또한 
California 주 총무처장관, 국토안보부(DHS), 연방수사국(FBI) 및 선거지원위원회(EAC)와 
직접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선거 전후를 포함한 선거 주기 사이에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선거 
관리국은 카운티의 CTO, ITO, 보안관, DHS 및 FBI와 정기적인 미팅 등을 통하여 보안 
의식과 소통을 향상합니다. 

내부 통제 
기술적 관점에서 선거 관리국은 모든 단계에서 데이터 암호화가 유지되고 보안이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법을 수용합니다. 투표 센터가 설치될 장소를 선택할 
때는 물리적인 보안 환경 또한 고려합니다. 이 경우 적절한 물리적 보안 환경을 제공하는 
시설만이 선택될 것입니다. 

모바일 기기 관리를 통해서는 e-선거인 명부 태블릿과 관련된 보안 정책과 그러한 정책의 
실행에 대한 완전한 통제가 가능해집니다. 모바일 기기 관리 기능은 필요에 따라 원격으로 
기기를 포맷하거나 비밀번호 적용 모드를 사용하거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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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투표 센터는 비상시 알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구비될 것입니다. 투표 
센터 직원은 또한 참조 매뉴얼을 통해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따라야 하는 절차를 학습할 
수 있는 교육과 지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투표 장비에는 정전에 대비한 보조 배터리가 
장착될 것입니다. 

절차, 방법 및 기준 
보호 관리 체계에 관한 절차는 선거 운영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의 한 가지로써 
행정적 통제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보호 관리 체계 절차를 통해 투표 시스템 장비에 대한 
물리적 추적 방법이 확립됩니다. 

투표 시스템 구성 요소는 선거를 위해 배포될 때까지 보안 장소 내에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투표지 기표 도구는 순번에 따라 봉인된 수송 컨테이너에 보관됩니다. 모든 투표 장비는 
배포되었을 때와 선거 관리국에 반환되었을 때 RFID 라벨에 따라 추적됩니다. 

선거 관리원은 봉인 씰 확인 로그라고 하는 배포 장소의 투표 장비에 대한 보호 관리 체계 
서류에 서명합니다. 선거 관리원과 투표 센터 직원은 봉인 씰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손상된 씰이 있거나 수상한 활동을 목격한 경우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투표 장비는 재고 
확인 후 안전한 장소에 보관됩니다. 

방해 행위 발생 시 선거가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보안 및 비상 계획 
§4005(a)(10)(l)(vi)(VIII)(ib) 

선거 관리국은 선거 과정에서 방해 행위를 최소화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운영 지속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사건이나 방해 행위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에 대응하는 
준비를 완료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방해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선거 운영을 지속할 준비를 완료하기 위해 취해진 단계를 요약 설명합니다. 

투표 기간 동안 투표 센터의 대응 
투표 기간 동안, 선거 지원 요원은 San Diego 카운티 전역에 배치되어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합니다. 이러한 현장 요원은 대체 투표 장비와 물품을 소지하며 기술적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투표 센터 직원은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주거나 
현장에 지원팀 일원을 파견해줄 수 있는 전담 지원 센터를 포함한 비상 연락처 정보를 
보유합니다. 

모든 투표 센터 장비는 독립적으로 기능합니다. 이를 통해 장비의 어느 한 부분의 작동이 
멈추더라도, 다른 투표 장비의 작동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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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지속 계획 
선거 관리국은 사이버 보안 문제나 정전이 발생할 경우 사용될 수 있는 면밀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사건을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원상회복이 가능하게 
하는 체계적인 방식을 제공합니다. 

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에도 선거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능과 
연관된 정보 기술의 종속성이 파악되었습니다. 이것은 핵심적인 업무 과정을 확인하여 
부분적, 또는 모든 운영 능력이 소실된 상태에서도 조직이 존속될 수 있도록 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방해 행위가 발생한 동안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는 일을 방지하고 유권자, 직원 및 미디어에 
대한 정보 발표 업무를 관리하며 적절할 경우 부서별 직능에 대한 정책적 판단 및 결정을 
제공하기 위한 권한 위임 체계가 정립되었습니다. 

방법 및 기준 
§4005(a)(10)(l)(iv) 

지속 계획을 마련하는 목적은 재해나 사건, 또는 서비스 방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도 선거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필수적인 기능, 절차, 의사소통 및 대체 시설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대부분의 예측 가능한 선거 운영 방해 행위는 경감될 수 
있습니다. 

필수적 기능  
지속 계획은 선거 운영에 요구되는 모든 필수적 기능을 파악합니다. 각 필수적 기능은 
분석을 통해 이와 연관된 기술적 종속성이 확인됩니다. 그다음 각 기술적 종속성에 대하여 
필수적인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을 포함한 복원 전략이 수립됩니다.  

의사소통 
지속성 계획은 방해 행위가 발생한 동안 의사소통 방식과 그러한 의사소통이 지속될 수 
있는 방법 또한 제시합니다. 여기에는 주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대안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포함됩니다. 또한, 정보 발표 업무에 대한 책임 소재와 방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의사소통의 의무가 있는 핵심 이해관계자가 지정됩니다.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 
대상은 방해가 어느 절차에 발생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방해 행위는 
투표 센터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만이 요구될 수 있는 반면, 다른 방해 행위는 미디어와 
일반 대중에 대한 의사소통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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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시설 
대체 시설은 화재 또는 홍수나 카운티의 주시설에 접근이 불가능하게 하는 기타 상황과 
같은 지역의 재해에 대비하여 지정됩니다. 

재해나 정전의 영향을 입은 투표 센터의 경우, 투표 활동은 해당 시설의 다른 구역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투표지 기표 도구와 E-선거인 명부는 배터리로 작동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므로 실내 접근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 실외로 옮겨져 임시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투표 활동이 지속될 수 없게 된다면, 근처의 투표 장소에 연락을 
취하고 유권자에게는 이동해야 할 장소에 관한 안내가 제공될 것입니다.  영향이 미친 
장소에는 표지판이 게시되고 장소 이동과 관련된 정보는 지역 언론 매체를 통해 발표될 
것입니다.  

  



EAP 초안 - 페이지 30 / 75 
 

재정적 영향  

단기적 및 장기적 예상 비용 절감 
§4005(a)(10)(I)(v) 

다음은 유권자 선택법(Voter’s Choice Act)에 따라 선거를 실행할 경우 비용과 전통적인 
투표소 및 VCA 규정과 유사한 모델 아래 최근 실행한 유사한 선거에 대한 비용을 비교한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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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교육 및 아웃리치 계획 개요 
§4005(a)(10)(l)(i), §4005(a)(10)(l)(i)(VI) 

선거 관리국은 투표 센터 모델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동안 지역사회 조직 및 
이해관계자들과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파트너들과의 기존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선거 관리국은 전통적으로 참석해왔던 아웃리치 이벤트에 계속해서 참여하는 것은 물론 
유권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 보다 효율적인 방식을 개발할 것입니다. 본 유권자 
교육 및 아웃리치 계획에서는 지역사회 조직이 진행 및/또는 참석할 주요 아웃리치 이벤트 
목록을 제공하고, 해당 커뮤니티에서 본 부서의 인지도를 높일 소통 전략을 강조하며 주요 
데이터 요소 분석을 통해 리소스가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작성됩니다. 

목표 요약 
• 투표 센터 지역사회 프레젠테이션 
• 지역사회 참여 이벤트 
• 칼리지 및 대학과 파트너십 체결 
• 고등학교와 파트너십 체결 
• 2–4회 유권자 직접 연락 
• 확고한 다중 언어 타겟 미디어 캠페인 
• 소셜 미디어 인지도 증가 

지역사회 파트너 
§4005(a)(10)(l)(i)(III) 

기존의 지역사회 기반 그룹 및 조직과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커뮤니티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유지합니다. 선거 관리국은 옹호 그룹, 시민 단체, 시민 
리그, 노인 복지 센터, 교회, 시서기관, 정당 및 기타 개인들을 포함한 San Diego 카운티 
전역의 다양한 조직에서 선거 관리 업무에 헌신적인 개인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가집니다. 
지역사회 파트너 단체의 목록은 부록 45쪽부터 제공되어 있습니다. 

유권자 접근성 자문위원회 및 언어 접근성 자문위원회 
§4005(a)(9)(A), §4005(a)(9)(B), §4005(a)(10)(l)(i)(I) 

선거 관리국에서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유권자 접근성 자문위원회(VAAC)와 언어 
접근성 자문위원회(LAAC)는 장애 유권자 및 소수 언어 커뮤니티의 요구에 주의를 기울일 
목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EAP 초안 - 페이지 32 / 75 
 

LAAC는 영어 능력이 제한적인 유권자들이 선거 과정에 참여할 능력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연방 및 주 법의 실행에 관한 조언과 지원을 선거 관리국에 제공하는 것을 미션으로 
합니다. 

LAAC 는 또한 투표지에 대한 접근성이 평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활동과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우선순위에 대한 권고를 제공합니다. 본 위원회의 책임에는 언어 
접근성 문제에 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활동을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권고를 제공하며; 언어 지원과 관련한 선거 관리국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VAAC는 접근성이 요구되는 유권자 서비스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선거 관리국에 제공하고 
투표지에 대한 접근성을 평등하게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모색하는 것을 미션으로 
합니다.  

VAAC는 또한 장애 유권자가 독립적으로 투표지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권고를 제공합니다. 본 위원회의 책임에는 
접근성 문제와 관련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접근성 절차를 운영에 통합하며; 접근성 기준 
및 장애 유권자 아웃리치 활동과 관련된 피드백을 선거 관리국에 제공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LAAC 및 VAAC의 회의 안건과 위원 및 각 그룹에 대한 지원 단체 목록은 부록 55쪽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어 커뮤니티 파트너와 장애인 커뮤니티 파트너 목록은 부록 
45쪽부터 제공되어 있습니다. 

언어 커뮤니티를 위한 유권자 교육 워크샵 
§4005(a)(10)(l)(i)(VI)(ia) 

EAP가 최종적으로 발행된 후, 선거 관리국은 투표 센터와 선거 정보를 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San Diego 카운티에 요구되는 각 언어로 제공되는 유권자 교육 워크샵을 개최할 
것입니다. 연방법에 따라 요구되는 언어에는 스페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및 중국어가 
포함됩니다. 주법에 따라 요구되는 언어에는 일본어, 및한국어가 포함됩니다. 또한, 
카운티는 위원회 정책 A-139: 영어 능력이 제한적인 커뮤 니티에 San Diego 카운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언어 접근성 
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정책에 따라 아랍어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각 워크샵에는 투표 센터 모델, 투표 장비에 관한 개요/시연, 언어 지원 서비스, 투표지 반환 
옵션 및 번역된 선거 자료 요청 방법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될 것입니다. 워크샵에 관한 
정보는 당일로부터 최소한 10일 이전에 발표될 것이며 LAAC 및 언어 커뮤니티 조직과 
공유될 것입니다. 

선거 관리국은 워크샵 횟수, 날짜, 시간, 장소 및 언어 지원이 필요한 유권자에게 가장 잘 
봉사하기 위해 배포해야 할 자료 등을 결정하기 위해 LAAC 및 언어 커뮤니티 파트너와 
협력할 것입니다. 

  



EAP 초안 - 페이지 33 / 75 
 

언어 커뮤니티 확인 방법 
§4005(a)(10)(l)(i)(V) 

선거 관리국은 유권자 등록 양식에서 언어 지원을 요청한 유권자 수를 활용합니다. 
유권자는 또한 선호 언어를 업데이트하고자 할 경우 전화, 팩스, 이메일이나 온라인으로 
선호 언어를 선거 관리국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어 능력이 제한적이거나 언어 
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존재할 수 있는 지역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인구조사국(United States Census Bureau)과 같은 출처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와 더불어, 선거 관리국은 언어 커뮤니티 파트너들로부터 San Diego 카운티의 어느 
지역에 언어 커뮤니티가 존재하는지 지리학적 분포에 관한 조언을 받습니다. 

무료 유권자 전화번호 및 언어 지원  
§4005(a)(10)(l)(vii), §4005(a)(10)(l)(i)(I) 

선거일에 이르기까지 선거 관리국은 선거일 이전, 당일, 및 이후에 문의 사항이 있는 
유권자를(해당 언어로) 지원하기 위해 이중 언어 담당자가 채용된 콜센터를 운영하고 전화 
연결을 통한 통역사 서비스를 활용합니다. 무료 콜센터 전화번호는 (800) 696-0136이며 
이 번호는 현재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이 무료 전화번호는 또한 선거 관리국 웹사이트와 공공 서비스 발표문, 마케팅 자료 등에 
게시되며 미디어 파트너를 통한 홍보 자료와 유권자 정보 안내 책자를 포함한 직접적인 
유권자 연락 정보에도 제공될 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한 개의 무료 전화번호를 통해 
언어 커뮤니티를 포함한 공공에 제공될 것입니다. 

장애인 커뮤니티를 위한 유권자 교육 워크샵 
§4005(a)(10)(l)(i)(VI)(ib) 

EAP가 최종적으로 발행된 후, 선거 관리국은 유자격 장애 유권자의 접근성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유권자 교육 워크샵을 개최할 것입니다. 각 워크샵에는 투표 센터 모델, 투표 
장비에 관한 개요/시연, 투표 장비의 접근성, 투표지 반환에 관한 정보 및 접근 가능한 우편 
투표 투표지를 받는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이 포함될 것입니다. 

선거 관리국은 워크샵 횟수, 날짜, 시간, 장소 및 장애 유권자에게 가장 잘 봉사하기 위해 
배포해야 할 자료 등을 결정하기 위해 VAAC 및 장애 커뮤니티 파트너와 협력할 것입니다. 
또한, 원격 접근 가능한 우편 투표(RAVBM) 및 투표 센터에서 장애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같은 주제와 관련된 안내 및 정보 제공 목적의 아웃리치 자료가 개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크샵 이벤트에 관한 정보는 당일로부터 최소한 10일 이전에 발표될 것이며 VAAC 및 
장애 커뮤니티 조직과 공유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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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접근 가능한 우편 투표 아웃리치 
§4005(a)(10)(l)(i)(II) 

선거 관리국은 VAAC 와 협력을 통해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원격 접근 가능한 우편 
투표(RAVBM) 서비스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한 아웃리치 계획을 개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타겟 청중과 그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에 관한 모범 사례에 기초하여 다양한 전략이 작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2022년 6월 7일 주지사 예비 선거에 이르기까지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보다 큰 규모의 전반적 미디어 전략의 일환으로 
실행될 것입니다. 

고등학교 
선거 관리국은 학생 투표소 요원 프로그램을 통해 고등학교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선거일 당일 학생들이 투표소 요원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주의 절차를 몸소 체험할 수 있게 합니다.  

선거 관리국은 또한 기존의 고등학교와 관계를 활용하여 사전 등록 기회와 유권자 등록 
교육 및 투표 센터 모델 아래 선거가 실행되는 방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칼리지 및 대학 
San Diego 카운티에는 20개가 넘는 칼리지와 대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선거 관리국은 
투표소와 우편 투표지 투입함 장소 운영을 통해, 또한 학생 단체에 유권자 교육 활동과 
유권자 등록 교육 지원을 통해 많은 칼리지 및 대학과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선거 
관리국은 이러한 캠퍼스에 투표 센터나 우편 투표지 투입함 장소를 운영하기 위해 칼리지 
및 대학과 협력한 계획 활동을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유권자 참여 및 지역사회 이벤트 
San Diego 카운티 전역의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은 선거 관리국의 유권자 아웃리치 
프로그램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지역을 포함하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는 다음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 투표 센터 모델로의 전환 및 투표 옵션에 관한 유권자 교육 
• 개인이 유권자로 등록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등록 기회 제공 
• 관계 구축 및 협력 기회 모색 

San Diego 카운티 내에는 많은 단체가 존재하므로, 커뮤니티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은 선거 
관리국이 서비스를 홍보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다양한 커뮤니티와 상호 교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타겟 그룹에 해당하는 단체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지역사회 단체 
• 교회  
• 시민권 교실 
• 언어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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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터리 클럽  
• 고등학교 
• 대학  
• 전문가 협회 
• 학생 단체  
• 공공 서비스 기관 
• 문화 클럽  
• 비영리 단체  
• 청소년 그룹 
• 서비스 기관  
• 노인 복지 센터 

커뮤니티 이벤트 
선거 관리국은 지역사회에서 인지도를 유지하기 위해 소규모, 중간 규모 및 대규모 
이벤트에서 커뮤니티 아웃리치 활동에 계속해서 집중할 것입니다. 선거 관리국은 이러한 
이벤트에 참석하여 자격이 있는 유권자를 등록하고 투표 센터 모델로의 전환에 관한 
정보와 투표 및 기타 선거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선거 관리국 직원은 공공의 참여를 
유도하고 질문에 대답하며 유권자 등록 양식의 작성을 보조할 것입니다.  

선거 관리국은 이러한 이벤트에 참석을 통해 San Diego 카운티 전역의 커뮤니티 내에서 
생활하는 수천 명의 개인과 접촉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 선거 주기 동안 목표로 하는 
잠재적 커뮤니티 이벤트 목록은 부록 43쪽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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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 미디어 계획 
§4005(a)(10)(l)(i)(I) 

San Diego 카운티 유권자에게 다가올 투표 및 선거 모델 변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선거 관리국은 최대한 많은 유권자들에게 도달하기 위한 광범위한 접근 방식을 
수차례에 걸쳐 시도할 것입니다. 광고 전략에는 소셜 미디어, 직접 우편, 인쇄 자료, 방송, 
비디오, 디지털 자료, 실외 포스터, 오디오 자료 및 라디오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선거 관리국은 유권자가 관련 정보와 마케팅 자료를 접할 기회를 높이기 위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언론 매체에 정보를 배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와 같이 일반 대중에게 도달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미디어 캠페인에는 접근하기 힘든 
커뮤니티와 투표율이 낮은 유권자 지역 및 소외된 인구 등에 대한 해당 언어 표적 광고가 
포함될 것입니다. 

미디어 파트너 
§4005(a)(10)(l)(i)(II), §4005(a)(10)(l)(i)(VIII) 

선거 관리국은 기존 미디어 파트너에 대량 출판 및 배포를 위한 뉴스와 비디오 및 소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고 또 다른 신뢰받는 미디어 출처를 찾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접근성 옵션과 접근 가능한 투표지 요청 방법, 투표 센터 및 투표지 투입함 장소와 기타 
일반적인 선거 정보 및 투표 관련 업데이트는 미디어 파트너와 함께 공유될 것입니다. 
미디어 파트너 목록은 부록 50쪽 참조. 

이러한 뉴스는 카운티 뉴스 센터(County News Center)를 통해 게시되며, 그러한 정보는 
시기와 중요성에 맞도록 배치될 것입니다. 카운티 뉴스 센터에 게시된 뉴스는 지역 
미디어를 통해서도 공공에 공유 및 전달됩니다. 모든 뉴스는 스페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및 중국어로 번역되어 해당 언어의 언론 매체에 전송됩니다. 

또한, 선거 관리국은 지역 미디어에 종종 출연하여 선거와 관련된 최선 정보를 제공합니다. 

언어 미디어 파트너 
§4005(a)(10)(l)(i)(l) 

San Diego 카운티의 다양한 커뮤니티는 각기 다른 언어의 언론 매체를 포함한 다양한 
출처로부터 새로운 뉴스와 정보를 얻습니다. 선거 관리국은 언어 커뮤니티에 대한 연락 
책임자로 일할 정규직 전담팀을 구성하였고 스페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및 중국어를 
사용하는 커뮤니티의 언어 미디어 파트너와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선거 및 무료 유권자 지원 핫라인에 관한 정보는 해당 언어 미디어 파트너와 공유될 
것입니다. 다른 언어 미디어 파트너 목록은 부록 52쪽 참조. 

  

https://www.countynewscenter.com/topics/elections/
https://www.countynewscenter.com/topics/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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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유권자 연락 
§4005(a)(10)(l)(i)(X) 

선거 관리국은 모든 등록 유권자에게 무료 유권자 지원 핫라인 제공과 선거 및 투표 방식에 
있을 다가올 변화에 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직접 우편물을 2 회에서 4 회 우송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우편물은 다양한 크기로 제작될 수 있지만, 투표 센터 홍보물과 
메시지를 통해 유권자의 주목을 끄는 디자인이 사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편물은 또한 
투표 옵션, 투표 센터 및 투표지 투입함 장소와 운영 시간, 유권자 정보 안내 책자나 공식 
우편 투표지 패키지가 도착할 예상 날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체 언어 또는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작성된 자료 요청을 위한 우편 요금 선납 엽서 
§4005(a)(8)(B)(iii) 

모든 등록 유권자는 California 선거법 §14201 및 연방 투표권법 §203에 따라 접근 가능한 
형식의 우편 투표지를 요청하거나 다른 언어로 된 선거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우편 요금 
선납 엽서를 유권자 정보 안내 책자와 함께 받게 됩니다. 엽서를 작성하고 반환하는 방법에 
관한 안내는 해당 안내 책자와 선거 관리국 웹사이트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 발표 자료 
§4005(a)(10)(l)(i)(VIII), §4005(a)(10)(l)(i)(IX) 

선거 관리국은 다가올 선거에 관한 정보를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한 다양한 길이의 시각 및 
오디오 공공 서비스 발표 자료(PSA)를 작성할 것입니다(자료는 연방법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언어로 번역됨). 내용은 유권자에게 다가올 선거와 투표지를 제출할 수 있는 
옵션에 관한 알림과 같은 정보와 안내 사항 등으로 구성됩니다. 비디오와 오디오를 
통해서는 문의 사항을 질문하고 투표 및 선거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무료 접근 가능한 
유권자 핫라인을 홍보합니다. 

비디오는 자막이 항상 표시되며 청력이 약하거나 청각 장애가 있는 유권자와 시각 장애가 
있거나 시력이 약한 유권자도 포용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비디오는 또한 스페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및 중국어 버전으로도 녹음될 것입니다. 
이러한 콘텐츠는 일반 미디어 파트너와 각 언어 미디어 파트너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일반 
미디어 파트너 목록은 부록 50쪽, 언어 미디어 파트너 목록은 5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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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 
선거 관리국은 신규 유권자를 모집하고 기존 유권자에게 투표 센터로의 변화와 주요 
마감일에 대한 업데이트, 투표 활용 팁, 투표 센터 및 투표지 투입함 장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합니다. 

선거 관리국은 Facebook, Instagram, Twitter 및 Nextdoor 플랫폼을 활용하여 투표 센터 
정보와 타겟 언어(영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및 중국어) 및 San Diego 카운티에 
거주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메리칸 인디언, 히스패닉/라티노, 필리핀인, 베트남인 및 
중국인 인구에 대한 홍보 활동을 수행합니다.  

투표 센터 모델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유권자에게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는 종합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소셜 미디어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셜 미디어 채널 전체에서 위치, 인구 통계학, 사용자의 관심, 행동 및 사용자 선호 
사항 등에 따라 특정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게시물 후원 

• 월간 소셜 미디어 캘린더를 작성하여 마감일 및 투표 옵션 등을 포함한 중요한 선거 
정보 공유 

• 중요한 선거 정보를 공유하고 투표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잘못된 선거 정보를 
바로잡고 유권자가 자주 하는 질문에 대답함으로써 San Diego 카운티의 공식 선거 
정보 출처로서 선거 관리국의 인지도 향상 

• 유권자의 참여를 유지하고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그래픽과 비디오를 포함한 
시선을 끄는 콘텐츠 제작 

실외 포스터 
선거 관리국은 전통적 광고 및 디지털 광고에 더하여 선별 우편번호와 포용적 민주주의 
센터(CID) 매핑 도구에 기초한 접촉이 쉽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주유소, 편의점 및 
식료품점의 외벽에 대형 실외 포스터를 게시하는 광고를 전략적으로 활용합니다. 각 
포스터는 영어와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다른 언어로 작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선거 관리국이 그 외의 전통적 미디어가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위치한 타겟 
지역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장소의 예시는 부록 53쪽 참조. 

웹사이트 
§4005(a)(10)(l)(i)(IV) 

선거 관리국의 웹사이트 sdvote.com은 공공을 위한 투표 센터 정보 및 참고 자료의 주 
원천으로써 집중적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웹사이트의 정보는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되며 공개적으로 제공됩니다. 여기에는 EAP, 접근 가능한 우편 투표지 요청 방법, 
접근 가능한 투표지 기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및 사용 방법, 투표 센터 및 투표지 
투입함 장소 목록 및 기타 VCA 관련 정보가 포함될 것입니다. 

https://www.sdvo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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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의 자료는 또한 연방법에 따라 선거 관리국에 요구되는 언어로 번역되어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영어 능력이 제한적인 유권자도 중요한 선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동식 투표 
선거 관리국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유권자에게 방문 투표 옵션이 제한적일 수 있는 
특별한 장소와 지리적 구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를 위해 이동식 투표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계속해서 모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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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아웃리치 활동 추정 예산 
§4005(a)(10)(l)(i)(VII), §4005(a)(10)(l)(i)(VII) 

유권자 센터 모델로의 전환은 San Diego 카운티 유권자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므로 
2022년 선거 주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유권자 교육 및 아웃리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상당한 자금이 요구될 것입니다. 

유권자 교육 및 아웃리치 자금 및 과거 예산 비교 

활동 2020년 3월 
대통령 예비선거 

2020년 11월 
대통령 총선거 

2022년 6월 
주지사 예비 선거 

2022년 11월 
주지사 총선거 

광고 $34,500  $703,115  $650,000  $240,000  
직접 우편 $459,379  $681,724  $895,000  $780,000  
신문 법률 광고 $84,238 $62,174  $75,000  $75,000  
기타 광고 $15,552  $251,493  $235,000  $220,000  
기타 아웃리치 활동 $0  $0  $32,000  $15,000  
주 총무처장관 
아웃리치 
보조금/계약 자금 
출처 - 상환 

$0 $0 
$500,000*$0  $0  $500,000*  $0  

   * 대기 중  
 

 

  

프로그램 회계 연도  
2019-20 

회계 연도  
2020-21 

회계 연도  
2021-22 

회계 연도  
2022-23 

유권자 아웃리치 프로그램 $1,015,173  $1,087,491  $1,131,390  $1,129,901  
 실제 금액 실제 금액 예산 잠정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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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공개 회의 

투표 센터 공개 회의 
선거 관리국은 EAP 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대략 20 회의 투표 센터 공개 회의를  
San Diego 카운티 내에 개최하여 공공의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이러한 회의에서는 
참석자에게 다가올 투표 센터 모델로의 전환에 관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공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타겟 커뮤니티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별된 회의에서는 언어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었고 특정 회의는 장애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홍보되었습니다. 또한, 아랍어, 
라오어, 아메리카 원주민과 소말리 커뮤니티를 위한 추가적인 공개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타겟 커뮤니티 회의 회수 
장애 커뮤니티 4 
노인 1 
히스패닉/라티노 5 
베트남어 5 
중국어 5 
필리핀어 6 
일본어 3 
한국어 3 
추가적 커뮤니티 회의 회수 
아랍어 4 
라오어 1 
미국 원주민 2 
소말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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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회의 

투표 센터 공개 회의 전체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Date & Time  Language Community Focused In Person 
or Virtual? 

Location Address 

12/9/2021 
6 PM to 8 PM 

English/Vietnamese Vietnamese Both Mira Mesa Rec Center: 8575 New 
Salem St, San Diego 

12/10/2021 
5 PM to 7 PM 

English Native American In Person Alpine County Library: 1752 Alpine 
Blvd. Alpine 

12/10/2021 
5:30 PM to 8 PM 

English/Filipino Filipino Both Registrar of Voter’s office: 5600 
Overland Avenue, San Diego 

12/14/2021 
5 PM to 7 PM 

English Native American In Person Valley Center County Library: 29200 
Cole Grade Road, Valley Center 

12/14/2021 
6 PM to 8 PM 

English/Spanish Hispanic/Latino Both Chula Vista Public Library Civic 
Center: 365 F St, Chula Vista 

12/15/2021 
1 PM to 3 PM 

English/Chinese Chinese Both 4S Ranch San Diego County Library 
Branch: 10433 Reserve Dr., San 
Diego 

12/15/2021 
5 PM to 7 PM 

English/Filipino Filipino Both Oceanside Public Library Mission 
Branch: 3861 Mission Ave, Oceanside 

12/16/2021 
6 PM to 8 PM 

English General (coordinated with 
NAACP) 

Virtual 
 

12/18/2021 
10 AM to 12 PM 

English/Vietnamese Vietnamese Both Wesley United Methodist: 5380 El 
Cajon Blvd, San Diego 

12/18/2021 
2 PM to 4 PM 

English/Filipino Filipino Both Skyline Hills Library 7900 Paradise 
Valley Road, San Diego 

1/4/2022 
6 PM to 8 PM 

English/Spanish Hispanic/Latino Both Skyline Hills Library 7900 Paradise 
Valley Road, San Diego 

1/5/2022 
11 AM to 1 PM 

English/Chinese Chinese Both Mira Mesa Chinese Baptist Church: 
3317 Clairemont Mesa Blvd, San 
Diego 

1/5/2022 
5:30 PM to 7:30 PM 

English General (coordinated with 
The Center) 

Virtual   

1/6/2022 
5 PM to 7 PM 

English/Arabic Arabic In Person El Cajon Branch Library: 201 E 
Douglas Ave, El Cajon 

1/11/2022 
10 AM to 12 PM 

English Senior Citizens and 
Disability Community 

Virtual   

TBD 
  

English/Somali Somali (coordinated with 
PANA) 

    

1/24/2022 
5:30 PM to 7:30 PM 

English, ASL, Spanish, 
Filipino, Vietnamese, 
Chinese, Arabic, 
Japanese, Korean, & 
Laotian 

Disability & Federal/State 
Language Communities 

Virtual   

1/28/2022 
5:30 PM to 7:30 PM 

English, ASL, Spanish, 
Filipino, Vietnamese, 
Chinese, Arabic, 
Japanese, & Korean 

General Public, Disability 
and Federal/State 
Language Communities  

Virtual Virtual due to increase in COVID-19 
cases 

2/3/2022 
5:30 PM to 7:30 PM 

English, ASL, Spanish, 
Filipino, Vietnamese, 
Chinese, Arabic, 
Japanese, & Korean 

General Public, Disability 
and Federal/State 
Language Communities  

Both (may 
be virtual 
due to 
COVID-19) 

County Administration Center: 1600 
Pacific Hwy, San Di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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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이벤트 
아래 목록은 선거 관리국에서 2021년 및 2022년 참석을 계획하고 있는 타겟 커뮤니티 
이벤트입니다. 이벤트는 계속적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벤트를 추천하고자 하시는 
분은 rovmail@sdcounty.ca.gov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정적 지역사회 참여 및 이벤트 2021년 10월 20일 – 2022년 12월 
날짜 이벤트 이름 도시  주최 단체 
2021년 10월 21일 남부 인디언 헬스 컨퍼런스 Alpine Southern Indian 

Health/Viejas 
2021년 11월 3일 월간 커뮤니티 헬스  San Diego  Health and Resource Fair 
2021년 11월 13일 2021 라이드 더 포인트 San Diego Point Loma Rotary Club 
2021년 11월 18일 94th Aero Squadron 레스토랑 

친목회 
San Dieg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DAO) 
2021년 12월 1일 크리스마스 셀레브레이션 San Diego Chinese School of San 

Diego 
2021년 12월 1일 월간 커뮤니티 헬스 San Diego Health and Resource Fair 
2021년 12월 18일 바닷가 크리스마스 파우와우 축제 Imperial 

Beach 
Soaring Eagles 

2022년 1월 - 2월 중국 설날 축제 San Diego Taiwanese American 
Foundation of San Diego 

2022년 1월 - 2월 SDCASEA 연례 축하 행사 및 
프레젠테이션 

San Diego San Diego Chinese 
American Science and 
Engineering 

2022년 1월 - 2월 CEC 중국 설날 축하 행사 San Diego Chinese Evangelical Church 
of San Diego  

2022년 1월 - 2월 중국 설날 축제 San Diego San Diego Chinese 
Academy 

2022년 1월 - 2월 CCC 중국 설날 축하 행사 San Diego Chinese Community Church 
2022년 1월 28일 - 
30일 

SD 베트남 음력 설날 축제 City Heights Little Saigon San Diego 

2022년 1월 29일 NCCS 중국 설날 축제 San Diego North County Chinese 
School 

2022년 2월 4일 - 6일 베트남 설날 축제 Mira Mesa Vietnamese American Youth 
Alliance 

2022년 2월 12일 - 
13일 

제40회 연례 San Diego 중국 설날 
축제 

Downtown  Chinese Consolidated 
Benevolent Association of 
San Diego 

2022년 4월 1일 지구 박람회 San Diego EarthWorks 
2022년 4월 1일 El Cajon 비즈니스 지구 자동차 쇼 El Cajon El Cajon Business District 
2022년 4월 1일 SDSU 파우와우 San Diego SDSU Native American 

Student Alliance 
2022년 4월 1일 Linda Vista 다중 문화 축제 및 

퍼레이드 
Linda Vista Linda Vista Multi-Cultural 

Fair Inc. 
2022년 4월 1일 검은 4월 기념식 San Diego Vietnamese Community of 

San Diego 

mailto:rovmail@sdcounty.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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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적 지역사회 참여 및 이벤트 2021년 10월 20일 – 2022년 12월 
2022년 4월 1일 고등학교 유권자 등록 주간 San Diego San Diego County School 

Districts 
2022년 4월 30일 사이공 멸망 기념식 City Heights Little Saigon San Diego 
2022년 5월 1일 UCSD 파우와우 La Jolla UCSD Inter-Tribal Resource 

Center 
2022년 5월 1일 드래곤 보트 축제 San Diego San Diego Alliance for Asian 

Pacific Islander American 
2022년 5월 1일 아시아 문화 축제  Mira Mesa Silk Road Production 
2022년 5월 1일 D6 야시장 Mira Mesa Alliance for Quality 

Education 
2022년 6월 1일 San Luis Rey Mission 부족 간 

파우와우 
Oceanside San Luis Rey Band of 

Luiseno Mission Indians 
2022년 6월 1일 San Diego 카운티 축제 Del Mar San Diego County Fair 
2022년 6월 1일 San Diego 야시장 San Diego San Diego Night Market  
2022년 7월 1일 프라이드 축제 San Diego San Diego Pride 
2022년 8월 1일 Barona 파우와우 Lakeside Barona Band of Mission 

Indians 
2022년 8월 1일 내셔널 나잇 아웃 San Diego SDPD 
2022년 9월 1일 Sycuan 파우와우 El Cajon Sycuan Band of the 

Kumeyaay Nation 
2022년 9월 1일 고등학교 유권자 등록 주간 San Diego San Diego County School 

Districts 
2022년 9월 1일 중추절 축제 축하 행사 Balboa Park House of China 
2022년 9월 1일 Adams Ave 거리 축제 San Diego Adams Ave Business 

Association 
2022년 9월 1일 중추절 축제 San Diego Little Saigon San Diego 
2022년 10월 1일 Balboa Park 파우와우 San Diego American Indian Health 

Center 
2022년 10월 1일 쌍십일 대만 국경일 축하 행사 San Diego San Diego Chinese Cultural 

Association 
2022년 10월 1일 연례 Mira Mesa 거리 축제 Mira Mesa Mira Mesa Town Council 
미정 Cuyamaca 파우와우 El Cajon Native American Student 

Alliance at Cuyamaca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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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파트너 
투표 센터 아웃리치 및 교육과 관련하여 San Diego 카운티 선거 관리국과 협력 관계를 
체결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rovmail@sdcounty.ca.gov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언어 접근 커뮤니티 파트너 
• Asian Pacific Islander (API) Initiative 
• Barona Band of Mission Indians 
• California for Equal Rights (CFER) Foundation 
•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n Marcos 
• Casa Cornelia 
• Chinese Evangelical Church (CEC San Diego) 
• Chinese School of San Diego 
• Council of Philippine American Originations, Inc (COPAO) 
• Filipino Press 
• Harvest Evangelical Church of San Diego 
• Hoi Den Hung 
• House of China 
• Hung Su Viet San Diego 
• Indian Voices 
• Little Saigon San Diego  
• Living Water Church 
• Mira Mesa Chinese Baptist Church 
• National Diversity Coalition 
• National Federation of Filipino American Associations (NaFFAA) San Diego Chapter 
• Native American Student Alliance Cuyamaca College 
• North County Chinese School 
• Pala Band of Mission Indians 
• Rasih Citizenship Education Institute 
• Rincon Band of Luiseño Indians 
• San Diego Alliance for Asian Pacific Islander American 
• San Diego American Indian Health Center 
• San Diego Asian American for Equality 
• San Diego Chinese Cultural Association 
• San Diego Taiwanese Presbyterian Church 
• San Luis Rey Band of Luiseno Mission Indians 
• SDSU Native American Student Alliance 
• SDSU Vietnamese Student Association 

mailto:rovmail@sdcounty.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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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접근 커뮤니티 파트너(계속) 
• Southern Indian Health Council 
• Southwestern College 
• Sycuan Band of the Kumeyaay Nation 
• Taiwanese American Foundation of San Diego 
• The Center San Diego 
• The Filipino School 
• UCSD Native American Student Alliance 
• UCSD Vietnamese Student Association  
• Unity for Progress (UniPro) Filipino American 
• Van Lang Center 
• Vietnamese American Voter Alliance 
• Vietnamese Buddhist Youth Association – Southern California 
• Vietnamese Community of San Diego 
• We Say Mabuhay 
• Wesley United Methodist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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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 언어 지원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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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커뮤니티 파트너 
• AARP California 
• Braille Institute 
• Deaf Community Services 
•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 In-Home Supportive Services (IHSS) Advisory Committee 
• San Diego Center for the Blind 
• San Diego Regional Center 
• State Council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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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옹호 및/또는 전문가 단체 
• Alliance San Diego 
• Black American Political Association of California (BAPCA) 
• Change Begins With Me 
• Clairemont Tow Council 
• Common Cause 
• Moms Demand Action  
• Next Gen America 
• ACLU 
• California Common Cause 
• City Clerks 
• City of San Diego, Immigrant Affairs 
• Election Integrity Project (EIP) 
• Engage San Diego 
• ACCE: Alliance of Californians for Community Empowerment 
• Independent Voter Project (IVP) 
• Indivisible (Defending Our Future) 
• League of Women Voters (San Diego/North County) 
• Newcomers.org 
• NAACP 
• National Council of Negro Women 
• Project High Hopes/Inspire 2 Vote 
• 정당 

o San Diego County Democrat Party 
o The Republican Party of San Diego County 

• 대학 
o University of California - San Diego 
o San Diego State University  
o University of San Diego  
o Point Loma Nazarene University 
o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n Marcos 

• The San Diego LGBT Community Center (The Center) 
• Veteranspreference.org 
• Veterans Village of San Di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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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파트너  
투표 센터 아웃리치 및 교육과 관련하여 San Diego 카운티 선거 관리국과 협력 관계를 
체결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rovmail@sdcounty.ca.gov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사 이름 유형 
101.5 KGB (클래식 록) 라디오 
103.7 KSON (컨트리) 라디오 
600 KOGO News Radio 라디오 
97.3 The Fan  라디오 
ABC 10news San Diego (KGTV) 텔레비전 
Alpine Sun 신문 
Beach & Bay Press 신문 
Carmel Valley News 신문 
CBS News 8 (KFMB-TV) 텔레비전 
Channel 93.3 (현대 히트송) 라디오 
Coronado Eagle & Journal 신문 
Del Mar Times 신문 
East County Californian 신문 
East County Gazette 신문 
Encinitas Coast News 신문 
Escondido Times-Advocate 신문 
Fallbrook-Bonsall Village News 신문 
FOX 5 (KSWB-TV) 텔레비전 
GOD Radio 라디오 
Imperial Beach Eagle & Times 신문 
Indian Voices 신문 
inewsource 디지털 
Julian News 신문 
KPBS/NPR 공공 라디오/디지털 
KUSI News 텔레비전 
KYXY 96.5 (성인 취향 현대 음악) 라디오 
La Jolla Light 신문 
La Jolla Village News 신문 
La Mesa Courier 신문 
Military Press 신문 
NBC 7 San Diego (KSND) 텔레비전 
Pala Rez 라디오 
Patch 디지털 
  

mailto:rovmail@sdcounty.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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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사 이름 유형 
Pomerado Newspaper 신문 
Poway News Chieftain 신문 
Presidio Sentinel 신문 
Ramona Sentinel 신문 
Rancho Bernardo News Journal 신문 
Rancho Santa Fe Review 신문 
San Diego Downtown News 신문 
San Diego Metropolitan Magazine 잡지 
San Diego Uptown News 신문 
San Marcos Paper 신문 
Solana Beach Sun 신문 
Sunny 98.1 (KXSN 추억의 인기 팝송) 라디오 
The Coast News 신문 
The Inland Edition 신문 
The San Diego Union Tribune 신문/디지털 
Times of San Diego 디지털 
Total Traffic & Weather Network 라디오 
Valley Roadrunner 신문 
Voice & Viewpoint 신문 
Voice of San Diego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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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미디어 파트너 

언어 업체 
중국어 Epoch Times (San Diego 지역-중국어) 
중국어 San Diego Chinese Tribune 
중국어 WE Monthly 
필리핀어 Filipino Press 
필리핀어 San Diego Asian Journal 
필리핀어 Phillipine & Asian Report 
필리핀어 Radyo Filipino Amerika 
스페인어 Univisión San Diego 
스페인어 El Latino 
스페인어 Voces Hispanas 
스페인어 Radio Latina 
스페인어 La Poderosa 
스페인어 Telemundo 20 San Diego 
스페인어 The San Diego Union Tribune (en Español) 
스페인어 Entravision 
스페인어 Televisa 
스페인어 Frontera 
스페인어 Qué Buena 106.5 
스페인어 KLGV (스페인어 성인 취향 현대 음악) 
베트남어 Nguoi Viet Tu Do 
베트남어 Nguoi Viet Today 
베트남어 Saigon Nho 
베트남어 Tienq Viet 
베트남어 Tieng Nuoc Toi 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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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유권자 교육 포스터 게시 장소 예시 

아래 실외 포스터 게시 장소는 2021년 9월 14일 California 주지사 소환 선거에 
활용되었으며 예시로써 제공되었습니다. 

# 장소 이름 주소 도시 주 우편번호 
1 Fallbrook Shell 1 936 E Mission Rd Fallbrook CA 92028 
2 Barnicles Express 845 E Vista Way Vista CA 92084 
3 Oceana Union 502 S El Camino Real Oceanside CA 92058 
4 Liberty Oil Inc 1943 S Coast Hwy Oceanside CA 92054 
5 Carlsbad 76 945 Tamarack Ave Carlsbad CA 92008 
6 Alta Dena Drive Thru Dairy 6426 Mount Ada Rd San Diego CA 92111 
7 Clairemont Shell 2606 Clairemont Dr San Diego CA 92117 
8 LA Jolla Chevron 7475 LA Jolla Blvd La Jolla CA 92037 
9 California Super Gas #2 1885 Garnett Ave San Diego CA 92109 
10 Crown Point 3804 Ingraham St San Diego CA 92109 
11 Sunset Gas & Market 4792 Point Loma Ave San Diego CA 92107 
12 Ocean Beach Shell 4794 Voltaire St San Diego CA 92107 
13 Shamoun Shell 1145 S 28th St San Diego CA 92113 
14 V & D Market 2193 Ocean View Blvd San Diego CA 92113 
15 JR Gas & Mini Mart 505 S 30th St San Diego CA 92113 
16 Big B Market 1540 Coolidge Ave National City CA 91950 
17 National City Market 240 E 18th St National City CA 91950 
18 Gas Depot Station 199 Broadway Chula Vista CA 91910 
19 Supreme Gasoline 196 Broadway Chula Vista CA 91910 
20 Market & Gas 600 F St Chula Vista CA 91910 
21 J Street Gas 701 Broadway Chula Vista CA 91910 
22 Valero 873 Palomar St Chula Vista CA 91911 
23 Leon's Market 185 Palm Ave Imperial Beach CA 91932 
24 NEIGHBORS MARKET 1492 13Th St Imperial Beach CA 91932 
25 Coronado Shell 1102 Hollister St San Diego CA 92154 
26 Del Sol Arco 3724 Del Sol Blvd San Diego CA 92108 
27 St Clair Enterprises Valero 301 E San Ysidro Blvd San Ysidro CA 92173 
28 Otay 76 Truck Stop & 7-11 2535 Otay Center Dr San Diego CA 92154 
29 Bonita Vista Auto & Gas 903 Otay Lakes Rd Chula Vista CA 91913 
30 ARCO 501 Telegraph Canyon Rd Chula Vista CA 91910 
31 Bel Air Market 4473 Logan Ave San Diego CA 9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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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이름 주소 도시 주 우편번호 
32 Broadway 76 7180 Broadway Lemon Grove CA 91945 
33 US Gas Inc 3520 Sweetwater Springs Blvd Spring Valley CA 91977 
34 Quicik Korner Gas Station 9663 Campo Rd Spring Valley CA 91977 
35 Basaka Petroleum Co 9111 Campo Rd Spring Valley CA 91977 
36 Ramco Petroleum #7 2410 Fletcher Pkwy El Cajon CA 92020 
37 Emerald Oil 5600 Baltimore Dr La Mesa CA 91942 
38 Sabre Springs Arco 12610 Sabre Springs Pkwy San Diego CA 92128 
39 California Super #1 510 W 5th Ave Escondido CA 92025 
40 El Mexicano Market & Liquor 602 S Escondido Blvd Escondido CA 92025 
41 Ronco Gas 1158 E Washington Ave Escondido CA 92025 
42 Kwik Stop 1140 E Mission Ave Escondido CA 92025 
43 Ramco Petroleum #2 30351 SR-78 Santa Ysabel CA 92070 
44 Ramco Petroleum 1913 Main St Julian CA 92036 
45 Speedy Mart 1791 N 2nd St El Cajon CA 92021 
46 Sky Fuel 1699 E Main St El Cajon CA 92021 
47 Greenfield Mobil 1761 Greenfield Dr El Cajon CA 92021 
48 Eagle Gas 8445 Los Coches Rd El Cajon CA 92021 
49 Alpine Gas 2232 Alpine Blvd Alpine CA 91901 
50 Jacumba Chevron 1491 Carrizo Gorge Rd Jacumba CA 91934 
51 Jacumba Shell 1494 Carrizo Gorge Rd Jacumba CA 91934 
52 Coronado Island Shell 900 Orange Ave Coronado CA 92118 
53 Bonita Shell 2401 E Division St National City CA 91950 
54 Mission Gorge Ultramar 6011 Mission Gorge Rd San Diego CA 92120 
55 California Finest Oil 10821 Tierra Santa Blvd San Diego CA 92124 
56 Chevron 236 N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57 Sweetwater Gas 2835 Sweetwater Rd Spring Valley CA 91977 
58 College Arco 5111 College Ave San Diego CA 92115 
59 University Produce Food Market 4950 University Ave San Diego CA 92105 
60 Pw Mart 12906 Pomerado Rd Poway CA 9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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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의견 개요 

유권자 접근성 자문위원회(VAAC) 
투표 접근성 자문위원회는 투표 센터 및 우편 투표와 관련하여 장애 유권자의 요구를 
고려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합니다. 본 위원회는 유권자 접근성 자문위원회의 법률상 
의무를 충족합니다. 
 
이름 단체 
Paul Spencer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Jacqueline Jackson IHSS Advisory Committee 
Michelle Krug 지역사회 일원 

Connie Soucy 지역사회 일원 

David Stotland 지역사회 일원 

 
 
2021 VAAC 회의 일정 

2021년 1월 25일 (온라인 회의) 

2021년 4월 26일 (온라인 회의)  

2021년 7월 26일 (온라인 회의)  

2021년 10월 4일 (온라인 회의)  

2021년 12월 6일 (온라인 회의) 

 
2022 VAAC 회의 일정 

2022년 4월 25일 (온라인 회의)  

2022년 7월 25일 (온라인 회의) 

2022년 10월 3일 (온라인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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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AC 회의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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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접근성 자문위원회 
독립 자문위원회인 LAAC는 투표 센터 및 모든 우편 투표지 선거와 관련하여 소수 언어 
커뮤니티의 요구를 고려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합니다. 본 위원회는 언어 접근성 
자문위원회의 법률상 의무를 충족합니다.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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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AC 회의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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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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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센터 레이아웃(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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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센터 및 투표지 투입함 장소 목록 

투표 센터 및 투표지 투입함 장소 선정 작업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아래 표는 장소의 
참여가 확인되는 대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해당 정보는 또한 본 부서 웹사이트와 
유권자 정보 안내 책자에도 제공될 것입니다. 

 

11일 투표 센터 

시설 주소 일/시간 
San Diego County 
Registrar of Voters 

County Operations Center 
Campus 
5600 Overland Ave. 
San Diego, CA 92123 

 

   
 

4일 투표 센터 

시설 주소 일/시간 
   
   

 

투표지 투입함 장소 

시설 주소 일/시간 
San Diego County 
Registrar of Voters 

County Operations Center 
Campus 
5600 Overland Ave. 
San Diego, CA 92123 

 

   
 

잠재적 장소를 제안하고자 하시는 분은 유권자 선택법(sdvote.com) 웹사이트에서 장소 
선정 제안 양식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양식은 투표 센터와 투표지 투입함 장소가 
확정될 때까지 일반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https://www.sdvote.com/content/rov/en/VotersChoiceAct.html
https://www.sdvote.com/content/rov/en/VotersChoiceAct.html


EAP 초안 - 페이지 62 / 75 
 

유권자 선택법 기준 지도 

 

대중교통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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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투표 사용 빈도가 낮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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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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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영어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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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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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차량 소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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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커뮤니티 지역 

 

 
  



EAP 초안 - 페이지 69 / 75 
 

유권자 등록이 되지 않은 유자격 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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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학적으로 고립된 인구 

 

 
  



EAP 초안 - 페이지 71 / 75 
 

투표 센터 또는 투표지 투입함 장소로 적합한 잠재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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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티 뉴스 센터 기사 

 



EAP 초안 - 페이지 73 / 75 
 

발행물 
상담 회의 공고문 

공고 
상담 회의 

유권자 선택법(VCA)에 따라 선거 관리 계획(EAP) 초안의 개발과 관련한 온라인 상담 
회의가 2022년 1월 24일 월요일 개최됨을 이로써 공고합니다. 이 온라인 회의는 관심 있는 
주민, 장애 커뮤니티 대변인과 커뮤니티 단체 대변인 및 장애인을 위한 옹호 활동을 하거나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과 주법 및 연방법에 따라 우리 카운티에 요구되는 각 
언어 커뮤니티의 대변인, 옹호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를 위한 것입니다.  

연방법이 적용되는 언어 커뮤니티  
스페인어 베트남어 아메리카 원주민 필리핀어 중국어  

주법이 적용되는 언어 커뮤니티  
아랍어 한국어 일본어 라오어  

VCA는 유권자에게 투표지를 제출할 수 있는 다수의 편리한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투표 
과정을 현대화합니다. 장애인과 주법 및 연방법에 따라 우리 카운티에 적용되는 언어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옹호자와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공공은 이번 회의에 참여하셔서 투표 
센터 및 투표지 투입함 장소의 선정과 유권자 교육 및 아웃리치 계획 등이 포함될 선거 
관리 계획에 관한 의견을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3일에는 EAP 초안이 선거 관리국 유권자 선택법 웹사이트(sdvote.com)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EAP 초안의 번역본 또한 주법 및 연방법에 따라 우리 카운티에 
적용되는 언어로 게시될 예정입니다. 주민 여러분은 해당 계획 초안을 검토하고 선거 
관리국의 온라인 도구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의견을 제공해주시기를 권장합니다.  

San Diego 카운티 선거 관리국은 관심 있는 카운티의 장애 커뮤니티와 언어 커뮤니티 
대변인 여러분께서도 카운티의 EAP 초안 개발에 관한 자문과 의견을 제공해주시기를 
권장합니다. 관심 있는 모든 당사자는 2022년 1월 24일 월요일, 오후 5:30부터 오후 7:30 
사이에 온라인 회의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사용한 Zoom 회의 참석 방법:  
링크: https://sdvote.zoom.us/j/91390186899  
웹 세미나 ID: 913 9018 6899  
진행자에게 의견이 있음을 알리고자 하신다면 “손들기(raise hand)”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상담 회의 공고문(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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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통한 Zoom 회의 참석 방법:  
무료 전화: (877) 853-5257 또는 (888) 475-4499  
웹 세미나 ID: 913 9018 6899  
진행자에게 의견이 있음을 알리고자 하신다면 *9를 눌러주십시오.  

또한, 2021년 12월과 2022년 1월 동안 추가적인 대면 상담 회의와 온라인 상담 회의가 
개최될 것임을 더불어 공고합니다. San Diego 카운티 선거 관리국은 관심 있는 주민, 장애 
커뮤니티 대변인과 커뮤니티 단체 대변인 및 장애인을 위한 옹호 활동을 하거나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과 주법 및 연방법에 따라 우리 카운티에 요구되는 각 
언어 커뮤니티의 대변인, 옹호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를 이러한 상담 회의에 초대합니다. 
최신 일정과 상세한 회의 정보는 커뮤니티 캘린더(sdvote.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또는 언어 지원을 원하신다면, 전화 (800) 696-0136(음성) 또는 이메일 
rovmail@sdcounty.ca.gov 로 예정된 상담 회의일로부터 최소한 영업일 4 일 이전에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San Diego 선거 관리국은 영업일 4일 이전 연락을 통해 받은 
요청을 충족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1년 12월 8일.  

Cynthia Paes  
선거 관리국 

  

mailto:rovmail@sdcounty.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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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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