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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California 선거법에 제 4005 절을 추가한 California 유권자 선택법(VCA), 또는 상원
법안(SB) 450(Allen, D-26)이 2016 년 9 월 29 일 법제화됨으로써 해당 카운티는 감독관
위원회의 승인 아래, 특정 요구 사항이 충족될 경우 모든 선거를 우편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VCA 에 따르면, 모든 유권자는 선거일로부터 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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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티의 LAAC 및 VAAC 가입에 관한 정보는 선거 관리국 웹사이트 언어 접근성
자문위원회 페이지(sdvote.com)와 유권자 접근성 자문위원회 페이지(sdvote.com)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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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정보는 유권자 선택법(Voter’s
Choice Act)(sdvote.com)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나고 EAP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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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백 9 십만 San
Diego 등록 유권자에게 다가올 변경 사항과 투표 센터 모델로의 전환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목표를 충족하기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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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규 모델을 통해 시행될 첫 카운티 전체 선거는 2022년 6월 7일, 주지사 예비선거가
될 것이며 이 모델을 통해 시행될 첫 특별 선거는 2022년 4월 5일, 주 하원 제80 선거구
특별 예비선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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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P가 준비 중인 현시점을 기준으로, San Diego 카운티에는 최소한 195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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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개 장소에 설치될 것이
예상됩니다. 유권자는 우편 투표 투표지를 우편(우편 요금 선납)이나 투표지 투입함 장소,
또는 모든 투표 센터에서 반환할 수 있습니다.
본 부서에서 투표 센터 모델 전환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전담팀과 저 자신은 유권자에게
투표 옵션 및 선거 관련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함으로써 유권자들 사이에 잘못된 정보가
만연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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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년 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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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년 9 월 14 일 실행된 California 주지사 소환 선거에서도 "VCA 규정과
유사한" 모델에 따라 또 한 번 선거 관리 행정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1 백 9 십 6 만 부
이상의 투표지가 우리 카운티의 모든 유효 등록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전송되었고,
131 개소의 우편 투표지 투입함 장소가 거의 1 개월 동안 운영되었으며, 221 개소의 방문
투표소는 방문 투표를 위해 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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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와 투표지 투입함 장소, 찾아가시는 방법 및 완전한 목록과
운영 시간은 sdvote.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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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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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 명당 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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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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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개소의 투표 센터는 선거일로부터 1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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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쪽에 포함된 본 문서가 발행된 당시의 11일 및 4일 투표
센터 장소 목록표 참조. San Diego 카운티 선거 관리국은 투표 센터 목록을 sdvote.com
선거 정보 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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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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한 방문 투표
우편 투표지 작성 시 실수가 있었거나 투표지를 잃어버리셨다면, 가까운 투표
센터를 방문하여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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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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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장소 개수
39

직원 운영 형태
6인 직원
12인 직원

일수

종일 근무 시간

7일
4일

39개소 x 6명
39개소 x 추가 6명

예상 인원
234
234

4일

181

12인 직원

4일

181개소 x 12명

2,172

총 예상 필요 인원수

220

2,640

(모든 수치는 예상값임)

투표 센터 직원의 교육
투표 센터 직원을 위한 교육은 California 주 총무처장관 투표소 요원 교육 가이드에 따라
제공됩니다. 카운티의 투표소 요원 교육 매뉴얼과 기타 교육 자료는 선거 관리국 웹사이트
투표소 요원 교육 페이지(sdvote.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일반적으로
선거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게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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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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GIS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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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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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 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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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쪽에 포함된 본 문서가 발행된 당시의 투표지 투입함 장소 목록표
참조. 선거 관리국은 투표지 투입함 장소 목록을 sdvote.com 선거 정보 페이지에 게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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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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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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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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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큰 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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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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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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유권자는 선택에 따라 이러한 접근 가능한 투표지 기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투표지에
투표하는
투표지를

터치스크린 화면, 오디오 촉각 기기, 또는 본인이 소유한 보조 기술을 사용하여
기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표지 기표 도구는 장애 유권자에게 자율적으로
경험을 제공합니다. 투표지 기표 도구는 모든 유권자가 개인적 및 독립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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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여덟 개의 접근 가능한 투표지 기표 도구와 기타 물리적인 보충 서비스가
마련됩니다.
돋보기와 서명 가이드는 각 체크인 스테이션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될
것입니다. 의자는 요청에 따라 체크인 스테이션과 접근 가능한 기표소에서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
유권자에게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투표 센터 직원이 투표 장소에서 시각적 안내원으로서
유권자를 보조하거나 유권자에게 보이지 않는 정보를 낭독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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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투표 센터에 대해서는 위에 언급된 보충 서비스에 더하여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필요할 경우, 기표소 입장을 위해 필요한 문턱 경사로나 위험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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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지 않고 가두 투표 요청을 위해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기재된 표지판이 설치될 것입니다.

이동식 투표
선거 관리국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방문 투표 옵션이 제한적일 수 있는 특별한 장소와
지리적 구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를 위해 이동식 투표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와 자금 마련
방법을 계속해서 모색할 것입니다. 직원들은 "한시적(pop-up)" 형태의 투표 센터 장소나
독립적인 이동 유닛의 사용 등을 고려하여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적의
접근법을 찾을 것입니다.
선거 관리국은 또한 카운티의 복지 서비스용 모바일 사무소(Live Well Mobile Office)를
이동식 투표 센터로 활용할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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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며 VAAC 및 San Diego 청각 장애인 커뮤니티 서비스(DCS)와
상담을 통해 투표 센터에서 직접 유권자를 지원할 수 있는 미국 수화(ASL)가 유창한
투표소 요원의 채용에 대한 필요성 및/또는 현실성을 평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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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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관리국은 연방법에 따라 요구되는 카운티의 각 지원 언어를 관리하는 정규직 이중
언어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카운티 전체 선거 주기 동안 주법에 따라 요구되는 각
지원 언어를 위한 비정규직 이중 언어 직원을 모집 및 채용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선거 관리국은 주법과 연방법에 따라 요구되는 기준을 초월하여 적절한 경우 카운티의
통역사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소말리어 사용 커뮤니티를 위한 공개
회의에 소말리어 통역사가 제공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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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관리국은 모든 투표 센터에 모든 타겟 선거구를 위한 번역된
참조 투표지를 구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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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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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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관리국은 주법과 연방법에 따라 요구되는 기준을 초월하여 타겟 투표
센터에서소말리어를 사용하는 이중 언어 직원이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계속해서 협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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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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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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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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영향
단기적 및 장기적 예상 비용 절감
§4005(a)(10)(I)(v)
다음은 유권자 선택법에 따라 선거를 실행할 경우 소요되는 일회성 비용과 지속적인 비용
및 비용 절감에 관한 세부 정보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선거 관리국은 이미 상당한
퍼센티지의 유권자가 우편 투표를 선호한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해 수년 동안 투표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절차의 확립 및 역량 향상을 통해 모든 우편 투표지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단계로 전환할 준비가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2019-20

장비 비용
신규 투표 시스템
전자 유권자 명부(e 선거인 명부)
네트워크 장비
우편 투표지 추출기
우편 투표지 투입함

장비 비용 합계

2019 년 7 월 1 일
- 2020 년 6 월
30 일

회계연도
2020-21

2020 년 7 월 1 일
- 2021 년 6 월
30 일

2021 년 7 월 1 일 2022 년 6 월 30 일

2022 년 7 월 1 일
- 2023 년 6 월
30 일

$512,063

$873,833

$13,176,841
$243,740

$1,870,488

$61,231

$932,259
$301,084

FY 2022-23*

회계연도
2021-22

$500,000

$13,481,812

$3,103,831

$512,063

$1,373,833
*제안 예산

비용

절감
$1,150,000

투표소 요원 수당(전통적 투표소 모델)
무선 연결(투표 센터)
장비 임대(투표 센터)
선거 관리원(투표 센터)
VCA 에 따른 추가적인 유권자 아웃리치 및 교육 프로그램

$36,000
$65,000
$5,000,000
$1,900,000

합계

$7,001,000

$1,150,000

유권자 선택법에 따른 투표 방식 전환에 따라, San Diego 카운티는 선거일 당일 근무할
거의 10,000에 달하는 투표소 요원에 대한 수당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게 되어 비용 절감을
이룰 것이 예상됩니다. 다만, 각 투표 센터에서 사용될 e 선거인 명부(유권자 명부) 무선
연결 서비스를 위한 지속적인 비용 발생이 있을 것이 예상됩니다. 또한, 투표소 요원은
투표 센터가 며칠 더 추가로 운영됨에 따라 복수의 근무일에 대한 급여를 시간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규정에 따라 유권자 아웃리치 및 교육 활동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선거 관리국은 유권자 선택법 전환에 따른 장기적인 비용과 본 신규 모델 하에 치러지는
선거로 발생되는 비용 절감의 효과를 계속해서 분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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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교육 및 아웃리치 계획 개요
§4005(a)(10)(l)(i), §4005(a)(10)(l)(i)(VI)

배경
선거 관리국은 다섯 명의 정규 담당 직원과 선거 주기 동안 18~20 명의 비정규 직원이
포함된 충실한 유권자 교육 및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부서의
아웃리치 코디네이터는 지역사회 리더 및 이해관계자와 밀접하고 확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본 부서는 투표 센터 모델 전환 작업을 이행하는 동안 지역사회 조직과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기존 지역사회 파트너들과 관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유행병 기간 동안 힘든 부분도 있었으나, 본 부서는 현재까지 매년 300개 이상의
커뮤니티 이벤트와 회의에 참여해왔습니다. 2020 년과 2021 년은 거의 모든 작업이
온라인으로 수행되었으며 코로나 19(COVID-19)가 여전히 위협적인 현재는 필요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여 작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유권자 참여 활동과 2020년 및 2021년 "투표 센터" 형식의 모델 아래
실행된 두 번의 주 전체 선거를 통해 얻은 경험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거와 관련된 종합적인 아웃리치 캠페인은 향후 수행하고자 하는 본사 프로그램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VCA 규정과 유사한" 2020 년 11 월 대통령 총선거 주기:
2020년 11월 선거 주기 동안 선거 관리국은 모든 등록 유권자에게 두 번의 직접 우편을
보내 선거 및 투표 옵션에 다가올 변경 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본 부서는 특정 언어 신문을
포함한 San Diego 카운티 내 43개 신문에 165개의 신문 광고 게재하였습니다.
본 부서는 특정 언어 매체를 포함한 12개의 라디오 방송국에 거의 450개의 오디오 광고를
내보냈으며 스트리밍 광고 또한 추가로 활용하였습니다.
선거 관리국은 전통적 광고 및 디지털 광고에 더하여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에
위치한 주유소, 편의점 및 식료품점의 외벽에 대형 실외 포스터를 게시하는 광고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San Diego 카운티 내 대략 45 개의 장소에
포스터가 게재되었습니다. 본 부서는 네 개의 포스터 디자인을 창조하였고 각 포스터는
영어 메시지와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언어가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선거
관리국에서 그 외 전통적 미디어 형식의 광고가 항상 도달할 수는 없는 지역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추가적인 디지털 미디어에는 일반 대중, 연방법에 따라 요구되는 언어 커뮤니티 및 유색
인종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다섯 번의 이메일 캠페인, 디스플레이 광고, Facebook,
Instagram, 및 Twitter 광고가 포함되었습니다. 본 부서는 30 개의 공공 서비스 발표
콘텐츠를 다섯 개의 언어로 작성 및 방송하였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9천만 이상의 노출 수를 기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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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A 규정과 유사한" 2021 년 9 월 주지사 소환 선거 주기:
본 부서는 최근 2021년 9월 주지사 소환 선거 동안 특정 언어 신문을 포함한 San Diego
카운티 내 28개 신문에 35개의 신문 광고 게재하였습니다. 본 부서는 특정 언어 매체를
포함한 12개의 라디오 방송국과 스트리밍 방송국에 오디오 광고를 내보냈으며 전통적인
라디오 방송국에 대략 1500개의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선거 관리국은 전통적인 광고와 디지털 광고에 더하여 타겟 우편번호 선정을 통해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형 실외 포스터를 게시하는 전략을 다시 활용하였습니다.
본 부서는 2020년 전략이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San Diego 카운티
내 대략 65개의 장소에 포스터가 게재되었습니다.
추가적인 디지털 미디어에는 다시 한번 일반 대중과 유색 인종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두
번의 이메일 캠페인, 디스플레이 광고, Facebook 및 Twitter 광고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5천7백만 이상의 노출 수를 기록하였습니다.
두 번의 캠페인은 모든 유효 등록 유권자에게 선거일로부터 거의 한 달 이전에 우편으로
투표지가 도착한다는 것과 유권자는 투표지를 우편으로, 또는 모든 투표지 투입함이나
투표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카운티 전역에 설치된 200개 이상 투표 장소
중 어떤 곳에서도 방문 투표가 가능하다는 것을 포함한 유권자 선택법 규정과 일관된 투표
옵션을 San Diego 카운티 유권자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두 번의 주 전체 선거는 San Diego 카운티에서 공식적으로 유권자 선택법으로 전환을
진행하는 현재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선거 관리국은 유권자가 다가올 선거에서
직면할 수 있는 변경 사항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미 많은 노력을 투자하였습니다.
2022 년 아웃리치 노력과 미디어 캠페인은 투표 옵션을 더욱 강화하고 유권자가 이미
경험한 이러한 변화는 미래의 모든 선거에 대해 영구적임을 알릴 목적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선거 관리국은 전통적으로 참석해왔던 아웃리치 이벤트에 계속해서 참여하는 것은 물론
유권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 보다 효율적인 방식을 개발할 것입니다. 유권자
교육 및 아웃리치 계획에서는 선거 관리국에서 준비 및/또는 참석할 아웃리치 이벤트를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지역사회에서 선거 관리국의 인지도를 높일 메시지 전략에 관한
개요를 작성하며 핵심 데이터 포인트 분석을 통해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할당되도록
하는 방법을 자세히 기록할 것입니다.

목표 요약
•
•
•
•
•

유권자 교육 워크샵/시연
투표 센터 지역사회 프레젠테이션
지역사회 참여 이벤트
칼리지 및 대학과 파트너십 체결
고등학교와 파트너십 체결

최종 - EAP(2022/03/08) - 페이지 37 / 1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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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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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AC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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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쪽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어 커뮤니티 파트너와 장애인 커뮤니티 파트너 목록은 부록
52및55쪽부터 제공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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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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랍어, 일본어, 한국어 및 라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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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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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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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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P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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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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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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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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금 시설, 보호 관찰 및 가석방
선거 관리국은 카운티 구금 시설 및 보호 관찰 부서와 관계를 형성하여 유권자 등록 교육,
선거 정보, 뉴스 스토리, 전단지와 포스터, 업데이트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본 부서는 해당
시설 직원이 연중 유권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질문에 항상 대답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본 부서는 또한 조건부 유권자 등록을 포함한 유권자 등록 양식의 접수와 투표지 배포
작업과 각 카운티 구금 시설을 위한 투표지 반환 작업을 중재합니다.
본 부서는 보안관 부서와 계약을 통해 카운티 구금 시설에 수감된 개인을 등록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외부 단체에 자원봉사자 교육을 제공합니다.
본 부서는 보호 관찰 중이거나 가석방 중인 개인에게 유권자 등록 및 투표할 권리를
알리려는 노력을 지원할 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사회 조직 및 옹호 단체와 협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선거 관리국은 보호 관찰 및 가석방 사무소와 Southeast San Diego, National City, City
Heights, Barrio Logan, 및 North County 의 권장 커뮤니티에 게시할 특정 메시지가 담긴
포스터를 개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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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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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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쪽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최종 - EAP(2022/03/08) - 페이지 42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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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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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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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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우편물은 우리 카운티에서 연방법에 따라 요구되는 언어로 각각 번역될 것입니다. 영어
버전 우편물에는 우리 카운티에서 연방법에 따라 요구되는 언어로 유권자가 우편물이나
다른 선거 자료를 다른 언어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 메시지가 포함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우편물은 선거일로부터 대략 99 일 이전(E-99)에 발송되며 두 번째 우편물은 투표
센터 운영이 시작되기 직전(대략 E-22)에 발송됩니다. 이러한 우편물에 더하여, 특정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는 메시지는 대략 E-40 에 발송될 유권자 정보 안내 책자와 대략
E-29 에 발송될 공식 우편 투표지 패키지에도 포함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우편물 견본은 97 및 9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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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 EAP(2022/03/08) - 페이지 44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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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쪽, 언어 미디어 파트너 목록은 5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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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정류소 및 옥외 광고판
선거 관리국은 전통적 광고 및 디지털 광고에 더하여 선별 우편번호와 포용적 민주주의
센터(CID) 매핑 도구에 기초한 접촉이 쉽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주유소, 편의점, 식료품점,
리커 스토어 및 보데가 형태 식료품점에서 이웃 옥외 광고판과 대형 실외 포스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해당 지역의 대중교통 정류소에서의 광고 또한 활용할 것입니다. 각
게시물은 영어와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다른 언어로 작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선거 관리국은 다른 형태의 전통적 미디어가 도달할 수 없는 지역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 대형 포스터가 게시되었던 장소의 예시는 부록 60쪽 참조. 모든 장소의 이용 가능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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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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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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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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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2019-20

회계연도
2020-21

대통령 예비 선거

대통령 총선거

회계연도
2022-23

회계연도 2021-22
주지사 소환
선거

AD 80 특별

예비 선거

주지사 예비
선거

주지사 총선거

광고
(소셜 미디어, 인쇄 자료,
방송, 비디오,
디지털 자료, 실외
포스터, 옥외 광고판,
오디오 및 라디오)

직접 우편
(모든 등록 유권자에게
발송)

신문 법률 광고
(위에 기술된 광고에
추가로 실행)

$34,500

$703,115

$650,000

$562,664

$964,061

$347,000

$84,238

$62,174

$45,945

$15,552

$251,493

$650,000

$650,000

$155,704

$1,556,108

$1,506,108

$10,000

$75,000

$75,000

$235,000

$220,000

$70,753

$30,000

$834,978

$1,163,798

기타 광고
(캠페인 및 광고 구매
관리, 디자인, 도해 및
비디오 제작)

기타 아웃리치 운영
(홍보, 통역사 및 번역
서비스)

유권자 아웃리치 및
교육 프로그램

$1,015,173

$1,087,491

$477,130

$119,283

(프로그램 및 인건비)

실제

실제

실제

예산

예산

잠정 예산

추가 기금
California 주 총무처장관 유권자 선택법 (VCA)

$250,000

아웃리치 및 교육 서비스

총 예산 (아웃리치 및
교육 )

$1,712,127

$3,068,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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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6,900

$250,000

$3,894,906

부록
공개 회의
EAP 개발 과정에서, 선거 관리국은 공공의 의견 수렴을 위해 San Diego 카운티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개 회의 횟수를 훨씬 초과하는 회의를 주최하였습니다. 이러한
회의를 통해 참석자에게 다가올 투표 센터 모델로의 전환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고 의견을
공유할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타겟 커뮤니티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별된 회의에서는 언어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었고 특정 회의는 장애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홍보되었습니다. 주법과 연방법에
따라 요구되는 기준을 초월하여 미국 원주민과 소말리어 커뮤니티를 위한 추가적인 공공
회의가 또한 개최되었습니다.

장애 커뮤니티

회의 회수
4

노인

1

히스패닉/라티노

5

베트남어

5

중국어

5

필리핀어

6

일본어

3

한국어

3

아랍어

4

라오어

1

추가적 커뮤니티
미국 원주민

회의 회수
2

소말리어

1

타겟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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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회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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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2021
5:30 PM to 8 PM

English

Native American

In Person

English/Filipino

Filipino

Both

Alpine County Library: 1752 Alpine
Blvd. Alp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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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5/2021
5 PM to 7 PM

English/Filipino

Filipino

Both

4S Ranch San Diego County Library
Branch: 10433 Reserve Dr., San
Di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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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022
11 AM to 1 PM

English/Spanish

Hispanic/Latino

Both

English/Chinese

Chinese

B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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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lish

General (coordinated with
The Center)

Virtual

Skyline Hills Library 7900 Paradise
Valley Road, San Diego
Mira Mesa Chinese Baptist Church:
3317 Clairemont Mesa Blvd, San
Diego

1/6/2022
5 PM to 7 PM
1/11/2022
10 AM to 12 PM

English/Arabic

Arabic

In Person

English

Senior Citizens and
Disability Community

Virtual

2/26/2022
1 PM to 3 PM

English/Somali

Somali (coordinated with
PANA)

In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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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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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ability & Federal/State
Language Communities

Virtual

General Public, Disability
and Federal/State
Language Communities

Virtual

코로나 19(COVID-19) 확진 사례의
증가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

General Public, Disability
and Federal/State
Language Communities

Both

County Administration Center: 1600
Pacific Hwy, San Diego

1/28/2022
5:30 PM to 7:30 PM
2/3/2022
5:30 PM to 7:3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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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 Cajon Branch Library: 201 E
Douglas Ave, El Cajon

Colina Park
4085 52nd Street, San Di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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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pine
2021년 10월 21일
남부 인디언 헬스 컨퍼런스
San Diego
San Diego
San Diego

2021년 12월 1일

월간 커뮤니티 헬스
2021 라이드 더 포인트
94th Aero Squadron 레스토랑
친목회
크리스마스 셀레브레이션

2021년 12월 1일
2021년 12월 18일

월간 커뮤니티 헬스
바닷가 크리스마스 파우와우 축제

2022년 1월 - 2월

중국 설날 축제

San Diego
Imperial
Beach
San Diego

2022년 1월 - 2월

SDCASEA 연례 축하 행사 및
프레젠테이션

San Diego

2022년 1월 - 2월

CEC 중국 설날 축하 행사

San Diego

2022년 1월 - 2월

중국 설날 축제

San Diego

2021년 11월 3일
2021년 11월 13일
2021년 11월 18일

San Diego

2022년 1월 - 2월
CCC 중국 설날 축하 행사
2022 년 1 월 28 일 - SD 베트남 음력 설날 축제
30일
2022년 1월 29일
NCCS 중국 설날 축제

San Diego
City Heights

2022년 2월 4일 - 6일 베트남 설날 축제

Mira Mesa

2022 년 2 월 12 일 - 제40회 연례 San Diego 중국 설날
13일
축제

Downtown

2022년 4월 1일
2022년 4월 1일
2022년 4월 1일

지구 박람회
El Cajon 비즈니스 지구 자동차 쇼
SDSU 파우와우

San Diego
El Cajon
San Diego

2022년 4월 1일

Linda Vista 다중 문화 축제 및
퍼레이드
검은 4월 기념식

Linda Vista

2022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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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 Diego

San Diego

주최 단체
Southern Indian
Health/Viejas
Health and Resource Fair
Point Loma Rotary Club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DAO)
Chinese School of San
Diego
Health and Resource Fair
Soaring Eagles
Taiwanese American
Foundation of San Diego
San Diego Chinese
American Science and
Engineering
Chinese Evangelical Church
of San Diego
San Diego Chinese
Academy
Chinese Community Church
Little Saigon San Diego
North County Chinese
School
Vietnamese American Youth
Alliance
Chinese Consolidated
Benevolent Association of
San Diego
EarthWorks
El Cajon Business District
SDSU Native American
Student Alliance
Linda Vista Multi-Cultural
Fair Inc.
Vietnamese Community of
San Diego

커뮤니티 이벤트(계속)
잠정적 지역사회 참여 및 이벤트 2021년 10월 20일 – 2022년 12월
San Diego
2022년 4월 1일
고등학교 유권자 등록 주간
2022년 4월 30일
2022년 5월 1일

사이공 멸망 기념식
UCSD 파우와우

City Heights
La Jolla

2022년 5월 1일

드래곤 보트 축제

San Diego

2022년 5월 1일
2022년 5월 1일

아시아 문화 축제
D6 야시장

Mira Mesa
Mira Mesa

2022년 6월 1일

San Luis Rey Mission 부족 간
파우와우
San Diego 카운티 축제
San Diego 야시장
프라이드 축제
Barona 파우와우

Oceanside

2022년 8월 1일
2022년 9월 1일

내셔널 나잇 아웃
Sycuan 파우와우

San Diego
El Cajon

2022년 9월 1일

고등학교 유권자 등록 주간

San Diego

2022년 9월 1일
2022년 9월 1일

중추절 축제 축하 행사
Adams Ave 거리 축제

Balboa Park
San Diego

2022년 9월 1일
2022년 10월 1일

중추절 축제
Balboa Park 파우와우

San Diego
San Diego

2022년 10월 1일

쌍십일 대만 국경일 축하 행사

San Diego

2022년 10월 1일
미정

연례 Mira Mesa 거리 축제
Cuyamaca 파우와우

Mira Mesa
El Cajon

2022년
2022년
2022년
2022년

6월
6월
7월
8월

1일
1일
1일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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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 Mar
San Diego
San Diego
Lakeside

San Diego County School
Districts
Little Saigon San Diego
UCSD Inter-Tribal Resource
Center
San Diego Alliance for Asian
Pacific Islander American
Silk Road Production
Alliance for Quality
Education
San Luis Rey Band of
Luiseno Mission Indians
San Diego County Fair
San Diego Night Market
San Diego Pride
Barona Band of Mission
Indians
SDPD
Sycuan Band of the
Kumeyaay Nation
San Diego County School
Districts
House of China
Adams Ave Business
Association
Little Saigon San Diego
American Indian Health
Center
San Diego Chinese Cultural
Association
Mira Mesa Town Council
Native American Student
Alliance at Cuyamaca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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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 EAP(2022/03/08) - 페이지 52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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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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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미디어 파트너
언어
중국어
중국어
중국어
필리핀어
필리핀어
필리핀어
필리핀어
스페인어
스페인어
스페인어
스페인어
스페인어
스페인어
스페인어
스페인어
스페인어
스페인어
스페인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베트남어
베트남어
베트남어
베트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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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way

CA

92064

12906 Pomerado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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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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Paul Spencer
Jacqueline Jackson
Michelle Krug
Connie Soucy
David Stotland
Karie Lew
Gabriel Tayler
Allie Rice
카운티 직원
Andrew McDonald
Shawn Brom
Rosie Rascon
Erin Mayer
David Nickel
Laura Kelly
Diane Garcia
참여자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IHSS Advisory Committee
Community Member
Community Member
Community Member/County Rep
Disability Rights California/Alternate Member
Disability Rights California/Alternate Member
DD/Deaf Community Services of San Diego/Alternate Member

Kim Gibbens
Dennis Smith
Paul Mansell
Debbie Marshall
Anna Sanger
Lorna de los Santos

CEO/San Diego Center for the Blind
CDO/San Diego Center for the Blind
San Diego Regional Center
State Council/Developmental Disabilities
Speech Pathologist
AARP

Chair
Co-Chair
Staff
Staff
Staff
Staff
Staff

2022 VAAC 회의 일정

2021 VAAC 회의 일정

2022년 4월 25일

(온라인 회의)

2021년 1월 25일

(온라인 회의)

2022년 7월 25일

(온라인 회의)

2021년 4월 26일

(온라인 회의)

2022년 10월 3일

(온라인 회의)

2021년 7월 26일

(온라인 회의)

2021년 10월 4일

(온라인 회의)

2021년 12월 6일

(온라인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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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AC 회의 안건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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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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단체

Arcelia Nunez
Maryzella Juarez
Guadalupe Corona, Ed.D.

San Diego Taiwanese Presbyterian
Church
Mira Mesa Chinese Baptist Church
House of China
Epoch Times- Media
National Federation of Filipino American
Association (NaFFAA), Bilingual Poll
Worker
Council of Philippine American
Organization, Inc. (COPAO)
House of the Philippines (HOP)
Community Advocate - COPAO
Community Advocate - NaFFAA, COPAO
Kuya Ate Mentorship Program-San Diego
(KAMP SD), NaFFAA
Council of Philippine American
Organization, Inc. (COPAO)
Filipino Bilingual Poll Worker
Bilingual Site Manager
Community Member
ICOHS College & Bilingual Site Manager
MECHA & Sweetwater Union High School
District
Community Member
Homeless Community Advocate & Former
Spanish Lang. Services EW
Universidad Popular
Rotary
Southwestern College

Joe Long
Khoi Nguyen
Minh Hieu Pham Vu
Buu Van Rasih
Tram Lam

Vietnamese American Voter Alliance
Bilingual Poll Worker
Community Member
Rasih Citizenship Institute
Little Saigon San Diego

Winnie Davis
Pastor Michael Lock
David Seid
Joanna Wang
Myrna F. Reyes
Salvador “Sal” B. Flor
Ramulo “Ram” Sarno
Dr. Vangie Meneses
Dr. Aurora S. Cudal-Rivera
Andrew J. Amorao
Joe Mazarez
Angelito “Chito” Saavedra
Arnoldo Coronado, PE (MX)
Veronica Ferguson, CPAc
Ray DaSilva, MS, MBA
Anamaria Flores, MA
Connie Miller, LTSO
Angel Godin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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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Chinese
Chinese
Chinese
Chinese
Filipino
Filipino
Filip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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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센터 및 투표지 투입함 장소 목록
투표 센터와 투표지 투입함 선정 과정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아래 표는 완전한 목록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우리 카운티는 최소한 195 개의 투표 센터와 130 개의 투표지
투입함을 카운티 전역에 걸쳐 제공하며 실제로는 이러한 최소 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종 장소 목록은 확정된 이후 선거 관리국 웹사이트 선거 정보 페이지 아래 게시될
예정입니다.
완전한 장소 목록은 또한 유권자 정보 안내 책자에도 제공됩니다.
제안된 투표 센터(이 목록은 완전하지 않음/선정 과정이 여전히 진행 중임)
일부 투표 센터는 5 월 28 일~6 월 6 일, 오전 8:00 부터 오후 5:00 까지 운영됩니다
모든 투표 센터는 6 월 4 일~6 월 6 일, 오전 8:00 부터 오후 5:00 까지 운영됩니다
모든 투표 센터는 선거일 당일인 6 월 7 일에는 오전 7:00 부터 오후 8:00 까지 운영됩니다

시설

주소

ALPINE - 91901

일

ALPINE ELEMENTARY SCHOOL-AUDITORIUM

1850 ALPINE BLVD

6 월 4 일~6 월 7 일

BONITA - 91902
SUNNYSIDE ELEMENTARY SCHOOL-MPR

5430 SAN MIGUEL RD

6 월 4 일~6 월 7 일

BONSALL - 92003
BONSALL COMMUNITY CTR-MAIN RM

31505 OLD RIVER RD

5 월 28 일~6 월 7 일

BORREGO SPRINGS - 92004
BORREGO SPRINGS HIGH SCHOOL-GYM

2281 DIEGUENO RD

6 월 4 일~6 월 7 일

BOULEVARD - 91905
BACK COUNTRY RESOURCE CENTER

39919 RIBBONWOOD RD

5 월 28 일~6 월 7 일

MOUNTAIN HEALTH COMM CTR-MAIN HALL

976 SHERIDAN RD

6 월 4 일~6 월 7 일

CARDIFF BY THE SEA - 92007
ADA W HARRIS ELEM SCHOOL-MPR

1508 WINDSOR RD

6 월 4 일~6 월 7 일

CARLSBAD - 92008
CARLSBAD HIGH SCHOOL-CUSTODIAN RM

3557 MONROE ST

6 월 4 일~6 월 7 일

CAMPO - 9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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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주소

일

CARLSBAD - 92009
EL CAMINO CREEK SCHOOL-AUDITORIUM

7885 PASEO ALISO

6 월 4 일~6 월 7 일

CARLSBAD - 92010
CALAVERA HILLS MIDDLE SCHOOL-GYM

4100 TAMARACK AVE

6 월 4 일~6 월 7 일

CARLSBAD - 92011
AVIARA OAKS ELEM SCHOOL-AUDITORIUM

6900 AMBROSIA LN

6 월 4 일~6 월 7 일

CHULA VISTA - 91910
BONITA VISTA MIDDLE SCHOOL-CAFETERIA

650 OTAY LAKES RD

6 월 4 일~6 월 7 일

CHULA VISTA CITY HALL

276 4TH AVE

6 월 4 일~6 월 7 일

CLEAR VIEW ELEMENTARY SCHOOLAUDITORIUM
HILLTOP HIGH SCHOOL-CAFETERIA

455 WINDROSE WAY

6 월 4 일~6 월 7 일

555 CLAIRE AVE

6 월 4 일~6 월 7 일

SOUTHWESTERN COMM CLG-WEST STUDENT
UNION

900 OTAY LAKES RD, LOT 5 월 28 일~6 월 7 일
A

CHULA VISTA - 91911
BAY VIEW BAPTIST CHURCH

210 JAMUL AVE

6 월 4 일~6 월 7 일

FRED H ROHR ELEM SCHOOL-CAFETERIA

1540 MALTA AVE

6 월 4 일~6 월 7 일

SHADOW MTN COMM CHR-FIRESIDE RM

960 5TH AVE

6 월 4 일~6 월 7 일

CHULA VISTA - 91913
EASTLAKE ELEM SCHOOL-AUDITORIUM

1955 HILLSIDE DR

6 월 4 일~6 월 7 일

HEDENKAMP ELEM SCHOOL-MPR HALF

930 E PALOMAR ST

6 월 4 일~6 월 7 일

MC MILLIN, CORKY SCHOOL-AUDITORIUM

1201 SANTA CORA AVE

6 월 4 일~6 월 7 일

OTAY RANCH HIGH SCHL-LIBRARY

1250 OLYMPIC PKWY

6 월 4 일~6 월 7 일

CHULA VISTA - 91914
EASTLAKE MIDDLE SCHOOL-LIBRARY

900 DUNCAN RANCH RD

6 월 4 일~6 월 7 일

1650 EXPLORATION FLS
DR, USE WINDINGWALK
1120 EASTLAKE PKWY,
MAIN ENTRANCE

6 월 4 일~6 월 7 일

CHULA VISTA - 91915
CAMARENA, ENRIQUE S ELEM SCHOOL-RM 704
EASTLAKE HIGH SCHOOL-ROOM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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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월 4 일~6 월 7 일

시설

주소

CORONADO - 92118
CITY OF CORONADO - COMM CTR-ABALONE RM 1845 STRAND WAY

일

5 월 28 일~6 월 7 일

DESCANSO - 91916
OUR LADY OF LIGHT CATHOLIC CHR

9136 RIVERSIDE DR

EL CAJON - 92019
EL CAJON ELKS LODGE #1812 - MEETING RM

1400 E WASHINGTON AVE 6 월 4 일~6 월 7 일

KENNEDY REC CENTER-MEETING RM

1675 E MADISON AVE

5 월 28 일~6 월 7 일

RANCHO SAN DIEGO ELEM SCHOOL-MPR

12151 CALLE ALBARA

6 월 4 일~6 월 7 일

EL CAJON - 92021
CREST COMMUNITY CLUBHOUSE

113 NORTH PARK DR

6 월 4 일~6 월 7 일

LOS COCHES CREEK MIDDLE SCHOOL-DRAMA
RM
MAGNOLIA ELEM SCHOOL-AUDITORIUM

9669 DUNBAR LN

6 월 4 일~6 월 7 일

650 GREENFIELD DR

6 월 4 일~6 월 7 일

NARANCA ELEM SCHOOL-MPR

1030 NARANCA AVE

6 월 4 일~6 월 7 일

W D HALL ELEM SCHOOL-AUDITORIUM

1376 PEPPER DR

6 월 4 일~6 월 7 일

WELLS PARK

1153 E MADISON AVE

5 월 28 일~6 월 7 일

ENCINITAS - 92024
ENCINITAS COMMUNITY CENTER-MAPLE RM

1140 OAKCREST PARK DR 6 월 4 일~6 월 7 일

OLIVENHAIN MUNICIPAL WATER DISTRICT

1966 OLIVENHAIN RD

6 월 4 일~6 월 7 일

PAUL ECKE CENTRAL SCHOOL-MPR

185 UNION ST

6 월 4 일~6 월 7 일

ESCONDIDO - 92025
CENTRAL ELEM SCHOOL-AUDITORIUM

122 W 4TH AVE

6 월 4 일~6 월 7 일

PARK AVENUE COMMUNITY CENTER-OAK RM

728 N BROADWAY

6 월 4 일~6 월 7 일

WESTFIELD NORTH COUNTY - COMMUNITY
ROOM

272 E VIA RANCHO PKWY 5 월 28 일~6 월 7 일

6 월 4 일~6 월 7 일

ESCONDIDO - 92026
REIDY CREEK ELEM SCHOOL-MPR

2869 N BROADWAY

6 월 4 일~6 월 7 일

ROCK SPRINGS ELEM SCHOOL-AUDITORIUM

1155 DEODAR RD

6 월 4 일~6 월 7 일

ESCONDIDO - 92027
COMMUNITY LUTHERAN CHURCH

3575 E VALLEY PKWY

5 월 28 일~6 월 7 일

CONWAY ELEM SCHOOL-MPR

1325 CONWAY DR

6 월 4 일~6 월 7 일

EAST VALLEY COMMUNITY CTR - VINEYARD RM

2245 E VALLEY PKWY

6 월 4 일~6 월 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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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주소

일

ESCONDIDO – 92027 (cont.)
OAK HILL ELEM SCHOOL-MPR

1820 OAK HILL DR

ESCONDIDO - 92029
DEL LAGO ACADEMY-DANCE RM B203

1740 SCENIC TRAILS WAY 6 월 4 일~6 월 7 일

FALLBROOK - 92028
FALLBROOK COMMUNITY CTR-AUDITORIUM

341 HEALD LN

FALLBROOK HIGH SCHOOL-GYM

2400 S STAGE COACH LN 6 월 4 일~6 월 7 일

FALLBROOK UN ELEM OFFCE-RM 6 PROF DEV
RM

321 IOWA ST

6 월 4 일~6 월 7 일

IMPERIAL BEACH - 91932
SBUSD ED CENTER-BURRESS AUDITORIUM

601 ELM AVE

5 월 28 일~6 월 7 일

JAMUL - 91935
DEERHORN VALLEY FIRE STATION #37

2383 HONEY SPRINGS RD 6 월 4 일~6 월 7 일

JAMUL COMMUNITY CHR OFFICE-CHAPEL

14866 LYONS VALLEY RD 5 월 28 일~6 월 7 일

JULIAN - 92036
JULIAN TOWN HALL - DOWNSTAIRS

2129 MAIN ST

5 월 28 일~6 월 7 일

LA JOLLA - 92037
MUIRLANDS MIDDLE SCHOOL-AUDITORIUM

1056 NAUTILUS ST

6 월 4 일~6 월 7 일

5400 MARYLAND AVE

6 월 4 일~6 월 7 일

9009 PARK PLAZA DR

6 월 4 일~6 월 7 일

5940 KELTON AVE

6 월 4 일~6 월 7 일

EL CAPITAN HIGH SCHOOL-EVENT CENTER

10410 ASHWOOD ST

6 월 4 일~6 월 7 일

LAKESIDE COMMUNITY CENTER-MEYER HALL

9841 VINE ST

6 월 4 일~6 월 7 일

SANTEE-LAKESIDE ELKS LODGE

11633 WOODSIDE AVE

6 월 4 일~6 월 7 일

NATIONAL CITY - 91950
CAMACHO RECREATION CENTER - GYM

1810 E 22ND ST

5 월 28 일~6 월 7 일

EL TOYON RECREATION CTR-CLASSRM

2005 E 4TH ST

6 월 4 일~6 월 7 일

LA MESA - 91942
MARYLAND AVENUE ELEM SCHOOLAUDITORIUM
PARKWAY MIDDLE SCHOOL-MPR
UNITED CHURCH OF CHRIST OF LA MESA-HALL

6 월 4 일~6 월 7 일

5 월 28 일~6 월 7 일

LAKESIDE - 9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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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주소

일

OCEANSIDE - 92054
LINCOLN MIDDLE SCHOOL-MPR

2000 CALIFORNIA ST

6 월 4 일~6 월 7 일

OCEANSIDE COUNTRY CLUB SR CTR-RM G & H

455 COUNTRY CLUB LN

6 월 4 일~6 월 7 일

WOMENS CLUB OF OCEANSIDE

1606 MISSOURI AVE

5 월 28 일~6 월 7 일

OCEANSIDE - 92056
EL CORAZON SENIOR CENTER - CLASSROOMS

3302 SENIOR CENTER DR 5 월 28 일~6 월 7 일

TEMPLE HEIGHTS ELEM SCHOOL-MPR

1550 TEMPLE HEIGHTS
DR

6 월 4 일~6 월 7 일

OCEANSIDE - 92057
KNIGHTS OF COLUMBUS-HALL/SAN LUIS REY

4070 MISSION AVE

6 월 4 일~6 월 7 일

LIBBY ELEMENTARY SCHOOL-MPR

423 W REDONDO DR

6 월 4 일~6 월 7 일

MARTIN L KING JR MID SCHOOL-MPR

1290 IVEY RANCH RD

6 월 4 일~6 월 7 일

MELBA BISHOP REC CTR-GYM

5306 NORTH RIVER RD

6 월 4 일~6 월 7 일

MISSION VISTA HIGH SCHOOL - THEATER

1306 MELROSE DR

6 월 4 일~6 월 7 일

ROOSEVELT MIDDLE SCHOOL-MPR

850 SAGEWOOD DR

6 월 4 일~6 월 7 일

OCEANSIDE - 92058
JOE BALDERRAMA COMMUNITY CENTER

709 SAN DIEGO ST

6 월 4 일~6 월 7 일

OCEANSIDE UNIFIED SCH DIST-BOARD ROOM

2111 MISSION AVE

6 월 4 일~6 월 7 일

35955 PALA TEMECULA
RD

6 월 4 일~6 월 7 일

PALA - 92059
PALA TRIBAL COMMUNITY HALL-OLD HALL

PINE VALLEY - 91962
MOUNTAIN EMPIRE HIGH SCHOOL-GYM
PINE VALLEY COMMUNITY CLUBHOUSE

3305 BUCKMAN SPRINGS 6 월 4 일~6 월 7 일
RD
28890 OLD HWY 80
5 월 28 일~6 월 7 일

POTRERO - 91963
POTRERO COMMUNITY CENTER-MAIN HALL

24550 HWY 94

6 월 4 일~6 월 7 일

POWAY - 92064
MICKEY CAFAGNA COMM CTR-WILLOW RM

13094 CIVIC CENTER DR

6 월 4 일~6 월 7 일

MIDLAND ELEMENTARY SCHOOL-MPR

13910 MIDLAND RD

6 월 4 일~6 월 7 일

POMERADO ELEM SCH-MPR

12321 9TH ST

6 월 4 일~6 월 7 일

POWAY HIGH SCHOOL-K1

15500 ESPOLA RD

6 월 4 일~6 월 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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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주소

일

RAMONA - 92065
RAMONA COMM CTR-MULTI PURPOSE RM

434 AQUA LN

5 월 28 일~6 월 7 일

RAMONA SOUTHERN BAPTIST CHURCH

838 HANSON LN

6 월 4 일~6 월 7 일

RAMONA UNIFIED SCH DIST - WILSON GYM

720 9TH ST

6 월 4 일~6 월 7 일

RANCHO SANTA FE - 92067
R ROGER ROWE SCHOOL-GYM

5927 LA GRANADA

6 월 4 일~6 월 7 일

SAN DIEGO - 92101
DOWNTOWN WORKS

550 W B ST

5 월 28 일~6 월 7 일

WASHINGTON ELEM SCHOOL-AUDITORIUM

1789 STATE ST

6 월 4 일~6 월 7 일

SAN DIEGO - 92102
GOLDEN HILL RECREATION CTR-GYM

2600 GOLF COURSE DR

6 월 4 일~6 월 7 일

HORTON ELEM SCHOOL-AUDITORIUM

5050 GUYMON ST

6 월 4 일~6 월 7 일

SAN DIEGO - 92103
SAN DIEGO LGBT COMMUNITY CENTER

3909 CENTRE ST

6 월 4 일~6 월 7 일

SPRECKELS MASONIC TEMPLE - DINING HALL

3858 FRONT ST

6 월 4 일~6 월 7 일

SAN DIEGO - 92104
NORTH PARK RECREATION CENTER-MPR 1

4044 IDAHO ST

6 월 4 일~6 월 7 일

ST PATRICKS CATHOLIC PARISH - REAR HALL

3585 30TH ST

6 월 4 일~6 월 7 일

SAN DIEGO - 92105
MID CITY COMMUNITY-GYMNASIUM

4302 LANDIS ST

5 월 28 일~6 월 7 일

2606 54TH ST, USE
MAPLE ST
3838 ORANGE AVE

6 월 4 일~6 월 7 일

OAK PARK ELEM SCHOOL-AUDITORIUM
WILSON MIDDLE SCHOOL-AUDITORIUM

SAN DIEGO - 92107
CORREIA MIDDLE SCHOOL-AUDITORIUM FOYER 4302 VALETA ST

6 월 4 일~6 월 7 일

6 월 4 일~6 월 7 일

DANA MID SCHOOL-CAFETERIA

1775 CHATSWORTH BLVD 6 월 4 일~6 월 7 일

OCEAN BEACH REC CTR - GYM

4726 SANTA MONICA AVE 6 월 4 일~6 월 7 일

SAN DIEGO - 92109
DOWNTOWN WORKS

4438 INGRAHAM ST

5 월 28 일~6 월 7 일

1405 DIAMOND ST

6 월 4 일~6 월 7 일

PACIFIC BEACH RECREATION CENTER-CRAFT
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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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주소

일

SAN DIEGO - 92110
FATHER JUNIPERO SERRA HALL

2540 SAN DIEGO AVE

6 월 4 일~6 월 7 일

USD- DEGHERI ALUMNI CTR RM 113

5998 ALCALA PARK

5 월 28 일~6 월 7 일

SAN DIEGO - 92111
CARSON ELEM SCHOOL-AUDITORIUM

6905 KRAMER ST

6 월 4 일~6 월 7 일

5255 MT ARARAT DR

6 월 4 일~6 월 7 일

7050 ECKSTROM AVE

6 월 4 일~6 월 7 일

KEARNY MESA REC CTR-MEETING ROOM

3170 ARMSTRONG ST

6 월 4 일~6 월 7 일

LINDA VISTA PRESBYTERIAN CHURCH - HALL

2130 ULRIC ST

6 월 4 일~6 월 7 일

CLAIREMONT COVENANT CHR-FELLOWSHIP
HALL
ISLAMIC CENTER OF SAN DIEGO - MPR

SAN DIEGO - 92113
MOUNTAIN VIEW COMM CTR-BACK MEETING RM 641 S BOUNDARY ST

6 월 4 일~6 월 7 일

NEW HOPE BAPTIST CHURCH HALL

2205 HARRISON AVE

6 월 4 일~6 월 7 일

SAN DIEGO - 92114
AUDUBON SCHOOL-AUDITORIUM

8111 SAN VICENTE ST

6 월 4 일~6 월 7 일

BAYVIEW BAPTIST CHURCH-AUDITORIUM
ENCANTO RECREATION CTR-MEETING RM

6134 PASTOR TIMOTHY J 6 월 4 일~6 월 7 일
WINTERS ST
6508 WUNDERLIN AVE
6 월 4 일~6 월 7 일

FULTON ELEMENTARY SCHOOL-AUDITORIUM

7055 SKYLINE DR

6 월 4 일~6 월 7 일

SAN DIEGO - 92115
CRAWFORD HIGH SCHOOL-CAFETERIA

5600 SPARTAN DR

6 월 4 일~6 월 7 일

HOOVER HIGH SCHOOL-AUDITORIUM STAGE

4474 EL CAJON BLVD

6 월 4 일~6 월 7 일

SAN DIEGO - 92117
ALCOTT ELEM SCHOOL-AUDITORIUM

4680 HIDALGO AVE

6 월 4 일~6 월 7 일

NORTH CLAIREMONT REC CTR - GYM

4421 BANNOCK AVE

6 월 4 일~6 월 7 일

SEQUOIA ELEM SCHOOL-AUDITORIUM

4690 LIMERICK AVE

6 월 4 일~6 월 7 일

SOUTH CLAIREMONT REC CTR-CRAFT RM

3605 CLAIREMONT DR

6 월 4 일~6 월 7 일

SAN DIEGO - 92119
SAN CARLOS REC CENTER-SAN CARLOS ROOM 6445 LAKE BADIN AVE

6 월 4 일~6 월 7 일

SAN DIEGO - 92120
ALLIED GARDENS REC CENTER-GYM

5155 GREENBRIER AVE

6 월 4 일~6 월 7 일

FOSTER ELEM SCHOOL-AUDITORIUM

6550 51ST ST

6 월 4 일~6 월 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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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주소

일

SAN DIEGO – 92120 (cont.)
MISSION TRAILS CHURCH-FELLOWSHIP HALL

4880 ZION AVE

6 월 4 일~6 월 7 일

SAN DIEGO - 92122
DOYLE RECREATION CENTER-GYM

8175 REGENTS RD

6 월 4 일~6 월 7 일

STANDLEY PARK & REC CTR - CRAFT RM

3585 GOVERNOR DR

6 월 4 일~6 월 7 일

SAN DIEGO - 92123
SERRA MESA REC CENTER-GYM

9020 VILLAGE GLEN DR

6 월 4 일~6 월 7 일

SAN DIEGO - 92124
TIERRASANTA REC CENTER-MEETING RM 2 & 3

11220 CLAIREMONT MESA 6 월 4 일~6 월 7 일
BLVD

SAN DIEGO - 92126
CHALLENGER MID SCHOOL-AUDITORIUM

10810 PARKDALE AVE

6 월 4 일~6 월 7 일

HAGE ELEM SCHOOL-AUDITORIUM

9750 GALVIN AVE

6 월 4 일~6 월 7 일

MIRA MESA REC CTR-GAME RM

8575 NEW SALEM ST

6 월 4 일~6 월 7 일

SAN DIEGO MIRAMAR COLLEGE-ROOM H-103

10440 BLACK MOUNTAIN
RD

6 월 4 일~6 월 7 일

SAN DIEGO - 92127
RANCHO BERNARDO REC CENTER-MEETING RM 18448 W BERNARDO DR

6 월 4 일~6 월 7 일

TURTLEBACK ELEMENTARY SCHOOL-MPR

6 월 4 일~6 월 7 일

15855 TURTLEBACK RD

SAN DIEGO - 92128
CARMEL MOUNTAIN RANCH REC CTR-MPR RM
10152 RANCHO CARMEL
103
DR
HOPE UNITED METHODIST CHR-COVENANT HL 4 16550 BERNARDO
HEIGHTS PKWY

5 월 28 일~6 월 7 일
6 월 4 일~6 월 7 일

SAN DIEGO - 92129
CANYON VIEW ELEM SCHOOL-MPR

9225 ADOLPHIA ST

6 월 4 일~6 월 7 일

HILLTOP COMMUNITY PARK-MPR

9711 OVIEDO WAY

6 월 4 일~6 월 7 일

WESTVIEW HIGH SCHOOL-DANCE ROOM

13500 CAMINO DEL SUR

6 월 4 일~6 월 7 일

SAN DIEGO - 92130
CARMEL VALLEY REC CENTER - MPR RM 1

3777 TOWNSGATE DR

6 월 4 일~6 월 7 일

OCEAN AIR RECREATION CTR-ACTIVITY RM 100

4770 FAIRPORT WAY

6 월 4 일~6 월 7 일

PACIFIC HIGHLANDS RNCH REC CTR-MPR
NORTH

5977 VILLAGE CENTER
LOOP RD

5 월 28 일~6 월 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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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주소

일

SAN DIEGO – 92130 (cont.)
ST THERESE OF CARMEL CATHOLIC CHURCH
SAN DIEGO - 92131
DINGEMAN ELEM SCH-AUDITORIUM
ELLEN BROWNING SCRIPPS ELEM-MPR

4355 DEL MAR TRAILS RD 6 월 4 일~6 월 7 일

11840 SCRIPPS CREEK
6 월 4 일~6 월 7 일
DR
11778 CYPRESS CANYON 6 월 4 일~6 월 7 일
RD

SAN DIEGO - 92139
CENTRO FAMILIAR CRISTIANO-RM 5

5901 RANCHO HILLS DR

6 월 4 일~6 월 7 일

HILLSBOROUGH RECREATION CENTER

1208 MANZANA WAY

6 월 4 일~6 월 7 일

PENN ATHLETIC FIELD-MEETING RM

2555 DUSK DR

6 월 4 일~6 월 7 일

SAN DIEGO - 92154
JUAREZ-LINCOLN ELEM SCHOOL-MPR

849 TWINING AVE

6 월 4 일~6 월 7 일

MONTGOMERY WALLER REC CTR - GYM

3020 CORONADO AVE

6 월 4 일~6 월 7 일

NESTOR UNITED METHODIST CHR-FELLOWSHIP 2205 FLOWER AVE

6 월 4 일~6 월 7 일

ROBERT EGGER REC CTR - GYM

6 월 4 일~6 월 7 일

1885 CORONADO AVE

SAN YSIDRO HIGH SCHL-PERF ARTS CTR FOYER 5353 AIRWAY RD
SAN DIEGO - 92182
SDSU VIEJAS ARENA - TUNNEL

6 월 4 일~6 월 7 일

5500 CANYON CREST DR, 5 월 28 일~6 월 7 일
PARKING 13

SAN MARCOS - 92069
SAN MARCOS COMMUNITY CENTER-MAIN HALL

3 CIVIC CENTER DR

6 월 4 일~6 월 7 일

WALNUT GROVE PARK RED BARN

1950 SYCAMORE DR

6 월 4 일~6 월 7 일

SAN MARCOS - 92078
CSU SAN MARCOS-VIASAT ENGR PAVILLON 5101 333 S TWIN OAKS VALLEY 6 월 4 일~6 월 7 일
RD, LOT F
SAN ELIJO REC CTR-TERRACE RM

1105 ELFIN FOREST RD E 6 월 4 일~6 월 7 일

SAN YSIDRO - 92173
COLONEL IRVING SALOMON COMM CTR - GYM

179 DIZA RD

5 월 28 일~6 월 7 일

22135 HWY 79

6 월 4 일~6 월 7 일

SANTA YSABEL - 92070
SANTA YSABEL NATURE CENTER-COMMUNITY
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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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주소

일

SANTEE - 92071
CAJON PARK SCHOOL-MPR

10300 N MAGNOLIA AVE

6 월 4 일~6 월 7 일

PRIDE ACADEMY AT PROSPECT AVE-LRC

9303 PROSPECT AVE

6 월 4 일~6 월 7 일

SUMMIT UNITARIAN UNIVERSALIST FELLOWSHIP 8778 COTTONWOOD AVE 6 월 4 일~6 월 7 일
SYCAMORE CANYON SCHOOL-MPR

10201 SETTLE RD

6 월 4 일~6 월 7 일

WEST HILLS HIGH SCHOOL - GYM FOYER

8756 MAST BLVD

6 월 4 일~6 월 7 일

SOLANA BEACH - 92075
SKYLINE ELEMENTARY SCHOOL-THEATER

606 LOMAS SANTA FE DR 6 월 4 일~6 월 7 일

SPRING VALLEY - 91977
FAITH CHAPEL-STUDENT CENTER

9400 CAMPO RD

6 월 4 일~6 월 7 일

HIGHLANDS ELEM SCHOOL-MPR

3131 S BARCELONA ST

6 월 4 일~6 월 7 일

NEW SEASONS CHURCH - YOUTH CENTER

2300 BANCROFT DR

6 월 4 일~6 월 7 일

SPRING VALLEY COMMUNITY CTR-COMPUTER
RM

8735 JAMACHA BLVD

5 월 28 일~6 월 7 일

VALLEY CENTER - 92082
VALLEY CENTER COMMUNITY HALL

28246 LILAC RD

6 월 4 일~6 월 7 일

VALLEY CENTER PAUMA STAFF LOUNGE-RM 1

28751 COLE GRADE RD

6 월 4 일~6 월 7 일

VISTA - 92081
RANCHO BUENA VISTA HS-LIBRARY/MEDIA CTR

1601 LONGHORN DR

6 월 4 일~6 월 7 일

6 월 4 일~6 월 7 일

STONEBROOKE CHURCH-FELLOWSHIP HALL

1132 N MELROSE DR
SUITE 502
145 HANNALEI DR

VISTA INNOVATION CENTER-MPR

836 OLIVE AVE

6 월 4 일~6 월 7 일

200 CIVIC CENTER DR,
USE ALTA VISTA DR

5 월 28 일~6 월 7 일

VISTA HIGH SCHOOL-GYM

1 PANTHER WAY

6 월 4 일~6 월 7 일

WARNER SPRINGS - 92086
WARNER UNION ELEM SCHL-LIBRARY

30951 HWY 79

6 월 4 일~6 월 7 일

VISTA - 92083
LIFE CHRISTIAN CHURCH VISTA

VISTA - 92084
VISTA CIVIC CENTER - VANCE COMMUNITY 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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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월 4 일~6 월 7 일

제안된 투표지 투입함 장소
최종 장소 목록은 선거 관리국 웹사이트 선거 정보 페이지 아래 게시될 예정입니다.
완전한 장소 목록은 또한 유권자 정보 안내 책자에도 제공됩니다.
투표지 투입함은 2022 년 5 월 9 일부터 운영됩니다.
(일/시간은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모든 투표지 투입함은 선거일 당일인 6 월 7 일에는 오전 7:00 부터 오후 8:00 까지 운영됩니다

시설

주소

도시

우편번호

Alpine Branch Library

1752 Alpine Blvd

Alpine

91901

Bonita-Sunnyside Branch Library

4375 Bonita Rd

Bonita

91902

Bonita-Sunnyside Fire Protection District

4900 Bonita Rd

Bonita

91902

Corpus Christi Parish

Bonita

91902

Daniel's Market

450 Corral Canyon Rd
5256 S. Mission Rd Ste
701

92003

Borrego Springs Branch Library

2580 Country Club Rd

Bonsall
Borrego
Springs

Campo-Morena Village Branch Library

31356 Highway 94

91906

Cardiff-by-the-Sea Branch Library
Agua Hedionda Lagoon Foundation/Discovery
Center

2081 Newcastle Ave

Campo
Cardiff-by-theSea

1580 Cannon Rd

Carlsbad

92008

Carlsbad City Library Learning Center

3368 Eureka Pl

Carlsbad

92008

Georgina Cole Library

1250 Carlsbad Village Dr

Carlsbad

92008

Carlsbad City Library

1775 Dove Ln

Carlsbad

92011

Chula Vista Public Library Civic Center Branch

365 F St

Chula Vista

91910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

1200 E H St

Chula Vista

91910

Norman Park Senior Center

270 F St

Chula Vista

91910

Office of the Assessor/Recorder/County Clerk

590 3rd Ave

Chula Vista

91910

Otay Recreation Center

3554 Main St

Chula Vista

91911

South Chula Vista Library

389 Orange Ave

Chula Vista

91911

Westmont at San Miguel Ranch

2325 Proctor Valley Rd

Chula Vista

91914

Chula Vista Public Library

2015 Birch Rd Ste 409

Chula Vista

91915

Coronado Public Library

640 Orange Ave

Coronado

92118

Del Mar Branch Library

1309 Camino Del Mar

Del Mar

92014

Descanso Branch Library

9545 River Dr

Descanso

91916

Foothills Adult Education Center

1550 Melody Ln

El Cajon

92019

Postal Annex+

El Cajon

92019

Rancho San Diego Branch Library

2514 Jamacha Rd Ste 502
11555 Via Rancho San
Diego

El Cajon

92019

El Cajon Branch Library

201 E Douglas Ave

El Cajon

92020

Fletcher Hills Branch Library

576 Garfield Ave

El Cajon

92020

California DMV

1450 Graves Ave

El Cajon

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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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04

92007

시설

주소

도시

우편번호

Crest Branch Library

105 Juanita Ln

El Cajon

92021

El Camino Memorial

340 Melrose Ave

Encinitas

92024

Encinitas Branch Library

540 Cornish Dr

Encinitas

92024

Encinitas Chamber of Commerce

535 Encinitas Blvd Ste 116

Encinitas

92024

Escondido Public Library

239 S Kalmia St

Escondido

92025

Major Market

1855 S Centre City Pkwy

Escondido

92025

Oakmont of Escondido Hills

3012 Bear Valley Pkwy S

Escondido

92025

Champagne Village

8975 Lawrence Welk Dr

Escondido

92026

Rincon del Diablo Municipal Water District

1920 N Iris Ln

Escondido

92026

Fallbrook Branch Library

124 S Mission Rd

Fallbrook

92028

Rainbow Municipal Water District

3707 Old Hwy 395

92028

Imperial Beach Branch Library

810 Imperial Beach Blvd

Fallbrook
Imperial
Beach

Jacumba Branch Library

44605 Old Highway 80

Jacumba

91934

Julian Branch Library

1850 Highway 78

Julian

92036

La Jolla/Riford Library

7555 Draper Ave

La Jolla

92037

Lawrence Family Jewish Community Center

4126 Executive Dr

La Jolla

92037

Frazier Farms

8401 Fletcher Parkway

La Mesa

91942

La Mesa Branch Library
Westmont of La Mesa

8074 Allison Ave

La Mesa

91942

9000 Lake Murray Dr

La Mesa

91942

Lakeside Branch Library

9839 Vine St

Lakeside

92040

Bella Vista Health Center

7922 Palm St

Lemon Grove

91945

Lemon Grove Branch Library

3001 School Ln

Lemon Grove

91945

Lincoln Acres Branch Library

2725 Granger Ave

National City

91950

National City Public Library

1401 National City Blvd

National City

91950

Frazier Farms

1820 Oceanside Blvd

Oceanside

92054

King of Kings Lutheran Church

2993 MacDonald St

Oceanside

92054

Oceanside Public Library

330 N Coast Hwy

Oceanside

92054

Dog Dayz of California

1995 Peacock Blvd

Oceanside

92056

Oceanside Public Library Mission Branch

Oceanside

92058

Oceanside

92056

Postal Annex+

3861-B Mission Ave
4140 Oceanside Blvd Ste
159
825 College Blvd Ste 102

Oceanside

92057

Yuima Municipal Water District

34928 Valley Center Rd

Pauma Valley

92061

Pine Valley Branch Library

28804 Old Highway 80

Pine Valley

91962

Potrero Branch Library

24883 Potrero Valley Rd

Potrero

91963

Old Poway Park

14134 Midland Rd

Poway

92064

Postal Annex+

14781 Pomerado Rd

Poway

92064

Poway Branch Library
Ramona Branch Library

13137 Poway Rd
1275 Main St

Poway
Ramona

92064
92065

Postal Ann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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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32

시설

주소

도시

우편번호

Rancho Santa Fe Branch Library

17040 Avenida de Acacias

Rancho Santa Fe Fire Protection District

18027 Calle Ambiente

Rancho Santa
Fe
Rancho Santa
Fe

Central Library

330 Park Blvd

San Diego

92101

Firehouse Museum

1572 Columbia St

San Diego

92101

San Diego Unified Port District

3165 Pacific Hwy

San Diego

92101

The Old Globe

1363 Old Globe Way

San Diego

92101

Mission Hills-Hillcrest/Knox Library

215 W Washington St

San Diego

92103

University Heights Library

4193 Park Blvd

San Diego

92103

North Park Library

3795 31st St

San Diego

92104

City Heights/Weingart Library

3795 Fairmount Ave

San Diego

92105

Oak Park Library

2802 54th St

San Diego

92105

Ocean Beach Library

4801 Santa Monica Ave

San Diego

92107

Point Loma/Hervey Library

3701 Voltaire St

San Diego

92107

Mission Valley Library

2123 Fenton Pkwy

San Diego

92108

Pacific Beach/Taylor Library

4275 Cass St

San Diego

92109

Clairemont Library

2920 Burgener Blvd

San Diego

92110

San Diego Humane Society

5480 Gaines St

San Diego

92110

Linda Vista Library

2160 Ulric St

San Diego

92111

Barrio Station

2175 Newton Ave

San Diego

92113

Logan Heights Library

567 S 28th St

San Diego

92113

Mountain View/Beckwourth Library

721 San Pasqual St

San Diego

92113

Valencia Park/Malcolm X Library

5148 Market St

San Diego

92114

College-Rolando Library

6600 Montezuma Rd

San Diego

92115

San Diego Center for the Blind

5922 El Cajon Blvd

San Diego

92115

The Salvation Army Kroc Center

6845 University Ave

San Diego

92115

Kensington-Normal Heights Library

4121 Adams Ave

San Diego

92116

Balboa Library

4255 Mt Abernathy Ave

San Diego

92117

North Clairemont Library

4616 Clairemont Dr

San Diego

92117

San Carlos Library

7265 Jackson Dr

San Diego

92119

Allied Gardens/Benjamin Library

5188 Zion Ave

San Diego

92120

North University Community Library

8820 Judicial Dr

San Diego

92122

University Community Library

San Diego

92122

Office of the Assessor/Recorder/County Clerk

4155 Governor Dr
9225 Clairemont Mesa
Blvd

San Diego

92123

Registrar of Voters

5600 Overland Ave

San Diego

92123

Serra Mesa-Kearny Mesa Library

9005 Aero Dr

San Diego

92123

Tierrasanta Library

4985 La Cuenta Dr

San Diego

92124

Mira Mesa Library

8405 New Salem St

San Diego

92126

4S Ranch Branch Library

10433 Reserve Dr

San Diego

9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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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67
92067

시설

주소

도시

우편번호

Carmel Mountain Ranch Library

12095 World Trade Dr

San Diego

92128

Rancho Bernardo Library

17110 Bernardo Center Dr

San Diego

92128

Rancho Penasquitos Library

13330 Salmon River Rd

San Diego

92129

Carmel Valley Library

3919 Townsgate Dr

San Diego

92130

Scripps Miramar Ranch Library

10301 Scripps Lake Dr

San Diego

92131

Paradise Hills Library

5922 Rancho Hills Dr

San Diego

92139

Skyline Hills Library

7900 Paradise Valley Rd

San Diego

92139

California DMV

6111 Business Center Ct

San Diego

92154

Otay Mesa-Nestor Library

3003 Coronado Ave

San Diego

92154

Postal Annex+

4370 Palm Ave Ste D

San Diego

92154

San Marcos Branch Library

2 Civic Center Dr

San Marcos

92069

Woodland Village Apartments

975 Woodland Pkwy

San Marcos

92069

Office of the Assessor/Recorder/County Clerk

141 E Carmel St

San Marcos

92078

St Marks's Roman Catholic Church

1147 Discovery St

San Marcos

92078

Casa Familiar Community Center

268 E Park Ave

San Ysidro

92173

San Ysidro Library

4235 Beyer Blvd

San Ysidro

92173

Office of the Assessor/Recorder/County Clerk

10144 Mission Gorge Rd

Santee

92071

Postal Annex+

9830 Magnolia Ave

Santee

92071

Santee Branch Library

9225 Carlton Hills Blvd #17

Santee

92071

Solana Beach Branch Library

157 Stevens Ave

Solana Beach

92075

Casa de Oro Branch Library

9805 Campo Rd #180

Spring Valley

91977

Spring Valley Branch Library

836 Kempton St

Spring Valley

91977

San Miguel Fire Protection District

2850 Via Orange Way

Spring Valley

91978

Valley Center Branch Library

29200 Cole Grade Rd

Valley Center

92082

Frazier Farms

225 Vista Village Dr

Vista

92083

Vista Branch Library

700 Eucalyptus Ave

Vista

92084

Vista Elks Lodge 1968

1947 E Vista Way

Vista

9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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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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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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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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등록이 되지 않은 유자격 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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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학적으로 고립된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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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센터 또는 투표지 투입함 장소로 적합한 잠재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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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티 뉴스 센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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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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을 현대화합니다. 장애인과 주법 및 연방법에 따라 우리 카운티에 적용되는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옹호자와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공공은 이번 회의에 참여하셔서
센터 및 투표지 투입함 장소의 선정과 유권자 교육 및 아웃리치 계획 등이 포함될
관리 계획에 관한 의견을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언어
투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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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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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

버튼을

상담 회의 공고문(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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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일 이전 연락을 통해 받은
요청을 충족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1년 12월 8일.
Cynthia Paes
선거 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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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리 계획 의견 수렴 기간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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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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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 공청회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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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우편물 – 앞면/뒷면(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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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우편물 – 내부(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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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COVID-19) 대응 지침
선거 관리국은 선거 관리원, 유권자 및 감시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본 부서 사무소, 투표
센터 및 우편 투표지 투입함 장소에 적절한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선거 관리국은
카운티의 공중 보건 지침과 선거 및 투표 기간에 집행될 명령들을 계속해서 준수할
것입니다.
• 마스크와 장갑은 모든 방문객, 선거 관리원 및 투표소 요원에게 제공됩니다
• 손소독제 또한 구비됩니다
• 선거 관리원과 투표소 요원에게는 N95 마스크가 제공되며 일부의 경우 안면보호대
또한 제공됩니다
• 접촉이 빈번한 물체와 표면은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됩니다
선거 관리국은 적절할 경우 유권자에게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고 적절한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그룹 모임을 삼가고 모든 표지판과 선거 관리원의 지시에 따라 주기를 계속해서
권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응 지침은 최신 공중 보건 지침에 따라 계속해서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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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활동
선거 관리국은 지역 법률 집행 기관과 협력을 통해 투표지 투입함과 투표 센터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유권자가 투표지를 간섭이나 위협 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메시지는 선거 관리국의 소셜 미디어 캠페인에도 통합됩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유권자 여러분은 투표 센터 직원에게 알려주시기를 권장합니다.
선거 관리국은 본 부서 직원에게 주목해야 할 금지 활동과 이에 대한 조치를 실행하는 방법
교육하고 있습니다.
견본 전단지

최종 - EAP(2022/03/08) - 페이지 100 / 103

특별 선거 조항
§4005(b)
VCA 는 특별 선거를 실행할 때 카운티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을 추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모든 유효 등록 유권자는 우편으로 투표지를 받게 됩니다.
선거 관리 계획
§4005(b)(1)(B)
선거 관리국은 모든 특별 선거에 대하여 본 계획에 기술된 지침에 따라 선거일 이전에
선거 관리 계획을 최종적으로 채택하고 요구되는 모든 활동을 완료할 것입니다.
투표 센터 및 투표지 투입함 장소 – 특별 선거
§4005(b)(2)부터 §4005(b)(4)
VCA 는 특별 선거를 위한 투표 센터 및 투표지 투입함 장소 설치 개수를 정하는 공식을
제정하였습니다.
카운티는 등록 유권자 60,000 명당 11 일 동안 운영되는 투표 센터 한 개를 제공하고 특별
선거 당일에는 등록 유권자 30,000 명당 투표 센터 한 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카운티는 또한 특별 선거가 치러지는 관할 이내에 최소한 한 개의 투표지 투입함을
제공하거나 등록 유권자 15,000 명당 최소한 한 개의 투표지 투입함을 제공해야 합니다.
본 계획 12 쪽부터 22 쪽에는 투표 센터 및 투표지 투입함의 배치와 장소 선정에 사용된
기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VCA 에 따라 치러질 우리 카운티의 첫 번째 특별 선거는 2022 년 4 월 5 일로 예정된
California 주 하원 제 80 선거구 특별 예비선거입니다.
2022 년 4 월 5 일, California 주 하원 제 80 선거구 특별 예비선거
선거 관리국은 본 선거구 이내에 설치할 수 있는 투표 센터와 투표지 투입함 장소를
파악하였습니다. 선정된 투표 센터 및 투표지 투입함 장소의 최종 목록은 유권자 정보 안내
책자에 포함되며 선거 관리국 웹사이트 선거 정보(sdvote.com) 페이지에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특별 선거일로부터 십 일 이전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대략 다섯 개의 투표 센터는 평일
동안은 오전 8:00 부터 오후 5:00 까지, 선거일 당일에는 오전 7:00 부터 오후 8:00 까지
운영됩니다. 특별 선거 당일에는 네 개의 투표 센터가 추가되어 총 아홉 개의 투표 센터가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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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리국은 본 선거구 전역에 걸쳐 대략 17 개의 투표지 투입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모든 투표지 투입함은 평일 시간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선거일 당일 모든 투표지 투입함은
오후 8:00 에 운영을 종료합니다.
투표 센터 및 투표지 투입함 장소 목록(2022 년 4 월 5 일, 특별 선거)
현재 투표 센터와 투표지 투입함 장소 선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래 표는 참여가
확정된 장소가 확인되는 대로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이 정보는 또한 본 부서 웹사이트와
유권자 정보 안내 책자에도 제공되어 있습니다.
제안된 11 일 투표 센터

3 월 26 일~4 월 4 일, 오전 8:00 부터 오후 5:00 까지 운영
선거일, 4 월 5 일, 오전 7:00 부터 오후 8:00 까지 운영

시설

주소

도시

우편번호

SOUTHWESTERN COMM
CLG-WEST STUDENT UNION
CAMACHO RECREATION
CENTER - GYM
SOUTHCREST REC CTRMEETING RM 1
MONTGOMERY HIGH
SCHOOL-LIBRARY
COLONEL IRVING SALOMON
COMM CTR-GAME RM

900 OTAY LAKES RD, LOT A

CHULA VISTA

91910

1810 E 22ND ST

NATIONAL CITY

91950

4149 NEWTON AVE

SAN DIEGO

92113

3250 PALM AVE

SAN DIEGO

92154

179 DIZA RD

SAN YSIDRO

92173

제안된 선거일 투표 센터
선거일, 4 월 5 일, 오전 7:00 부터 오후 8:00 까지 운영

시설

주소

도시

우편번
호

CHULA VISTA MIDDLE
SCHOOL-AUDITORIUM

415 5TH AVE

CHULA VISTA

91910

CASTLE PARK ELEM
SCHOOL-MPR

25 EMERSON ST

CHULA VISTA

91911

WEBSTER SCHOOLAUDITORIUM

4801 ELM ST

SAN DIEGO

92102

MID CITY COMMUNITYGYMNASIUM

4302 LANDIS ST

SAN DIEGO

9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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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투표지 투입함 위치
2022 년 3 월 7 일부터 운영 시작(일/시간은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선거일 4 월 5 일은 모든 장소가 오전 7:00 부터 오후 8:00 까지 운영

우편번
호

시설

주소

도시

Bonita-Sunnyside Branch Library

4375 Bonita Rd

Bonita

91902

Corpus Christi Parish
Chula Vista Public Library Civic Center
Branch

450 Corral Canyon Rd

Bonita

91902

365 F St

Chula Vista

91910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

1200 E H St

Chula Vista

91910

Norman Park Senior Center

270 F St

Chula Vista

91910

Office of Assessor/Recorder/County Clerk

590 3rd Ave

Chula Vista

91910

Otay Recreation Center

3554 Main St

Chula Vista

91911

South Chula Vista Library

389 Orange Ave

Chula Vista

91911

Chula Vista Public Library

2015 Birch Rd Ste 409

Chula Vista

91915

Imperial Beach Branch Library

810 Imperial Beach Blvd

Imperial Beach

91932

Lincoln Acres Branch Library

2725 Granger Ave

National City

91950

National City Public Library

1401 National City Blvd

National City

91950

Barrio Station

2175 Newton Ave

San Diego

92113

Logan Heights Library

San Diego

92113

Office of Assessor/Recorder/County Clerk

567 S 28th St
9225 Clairemont Mesa
Blvd

San Diego

92123

Registrar of Voters

5600 Overland Ave

San Diego

92123

California DMV

6111 Business Center Ct

San Diego

92154

Otay Mesa-Nestor Library

3003 Coronado Ave

San Diego

92154

San Ysidro Library

4235 Beyer Blvd

San Ysidro

9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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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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