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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크라멘토 카운티 유권자 등록 및 선거 

선거 관리 계획 

E.C. 4005(a)(10)(I) 

 

개요 

 

새크라멘토 카운티의 유권자는 오래 전부터 선거에 참여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2년 

우편으로 하는 사유 없는 투표가 시작된 이래, 우편으로 투표하는 (VBM) 유권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증가하여 카운티 등록 유권자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새크라멘토 카운티 유권자 등록 및 선거부(VRE)는 2017년 이 투표 센터 모델(Model)을 도입한 

후 투표 접근성 자문 위원회(VAAC)와 언어 접근성 자문 위원회(LAAC)를 설립했습니다.  이 두 

위원회는 VRE에 중요한 가이던스를 제공해왔으며 계속해서 카운티의 선거 관리의 근본 

구성요소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VRE는 유권자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주민들에게 투표 센터 모델과 커뮤니티 참여 기회를 

알릴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는 많은 파트너 기구들이 포함되며 이들의 지원은 새크라멘토 

카운티의 투표 센터 모델 선거의 성공적 이행에 필수적입니다. 

 

이 새로운 모델로 진행하는 첫 번째 선거는 2018년 6월 주전역 예비선거입니다.  이 선거 

관리계획(계획)은 카운티가 유권자 선택법을 이행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계획서에 나열된 많은 행동들은 미래 지향적이며, 달성할 계획에 대한 체계로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 모델로 인해 유권자는 투표 용지에 기표할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모든 유권자는 VBM 투표 용지를 받게 되며 카운티에 있는 투표 센터에 갈 수 있습니다.  설치될 

투표 센터와 투표 용지 투입함 장소의 수는 선거 88일 전 등록 유권자 수를 토대로 합니다.  이 

선거 관리계획 준비 당시, 카운티는 78곳의 투표 센터(16 곳은 10일 전, 78곳은 선거 3일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운영)와 52곳의 투표 용지 투입함(선거 28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운영)을 

설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권자는 우편, 투표 용지 투입함 장소 또는 임의의 투표 센터에서 

투표 용지를 반송할 수 있습니다.   

 

투표 센터에서는 각 투표 센터에 배치된 적어도 3대의 액세서블 투표 장치로 액세서블 투표 

장치에 액세스할 수 있는 확장된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투표 센터에는 이중 언어 사용 선거 

사무원들이 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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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1 - 유권자 교육 및 지원 계획 
 
새크라멘토 카운티 유권자 등록 및 선거부(VRE)에서는 카운티와 카운티 내 모든 

커뮤니티의 거주민들에게 투표 활동에 관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합니다.  이 

유권자 교육과 지원 계획은 투표 센터 모델 투표에 많은 유권자들을 참여시키는 목표를 

갖고 수행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설명합니다.   

 

추가적으로, 선거부 (VRE)는 캘리포니아 미래 선거단 (FOCE)의 양여금을 받아 온 수 많은 

단체들의 지원과 더불어 유권자 선택 캘리포니아 (VCC)가 유권자 선택 법안 (VCA) 이행에 

필요한 원조활동과 교육을 제공하기를 고대합니다. 

 

요건 

 

1-A 투표 용지 액세스에 대한 미디어 및 선거 공지에 대한 공공 서비스 발표문(PSA) 
 §4005(a)(10)(I)(i)(II), §4005(a)(10)(I)(i)(VIII) 
 
VRE는 액세서블 형식의 VBM 투표 용지 확보 및 이 문서의 섹션 1-B에 기술된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여 해당 투표 용지를 요청하는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해당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지 텔레비전 및 커뮤니티 케이블 방송국  

2) 신문 (지역 및 커뮤니티) 

3) 라디오  

4) 소셜 미디어와 부서 웹사이트 

a) 카운티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acramento County/ 

b)  카운티 트위터 계정 https://twitter.com/SacCountyCA 

b) Next Door 앱 (새크라멘도 카운티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검색) 

d) 카운티 뉴스피드 리스트 구독 (참여 희망시 www.saccounty.net 와 

www.elections.saccounty.net 참조) 

5) 대중교통 메시징 (Sacramento Regional Transit, Elk Grove’s E-Tran, 

Paratransit, Buses, Trains 및 Transit Hubs) 

6) 커뮤니티 파트너, 장애 옹호 기구, 선출직 공무원, 특별 학군, 학군, 커뮤니티 

기반 기구, 종교 단체, 카운티 전역의 공보관과 같은 단체와 공유하는 자료 

7) FOCE와 VCC와 공유하는 자료 

8)  미디어 설명회, 모든 미디어 소스에 투표 센터 모델에 관한 인터뷰와 영상 

촬영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9) 카운티 부서 (예: Health and Human Services, Human Assistance, Veteran 

Services) 

10) 공공 서비스 발표문, 모든 카운티 서비스 수단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광범위하게 배포됨 

11) 전자게시판 (Sacramento City, Clear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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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E는 PSA를 시각 및 오디오 형식으로 사용하여 유권자들에게 다가올 선거를 통보하며 

유권자들에게 VRE의 수신자 부담 전화 핫라인을 알려줍니다.   

 
PSA는 메트로 케이블 유니비전 (MetroCable Univision), 크로싱 TV ( Crossings TV) 

이외에도,  지역 채널 3, 10, 13, 40과 같은 텔레비전 방송, 캐피탈 퍼블릭 라디오 (Capital 

Public Radio), 라디오 라자 (Radio Lazar), 엔터콤 스테이션 (Entercom Station)과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 사크라멘토 비 (Sacramento Bee) 비다 엔 엘 바예, (Vida En El Valle), 

APA 뉴스와 같은 신문 지면, 소셜 미디어 (사이트 주소는 위의 내용 참조) 를 비롯하여, 

카운티 소유, 클리어 채널 (ClearChannel)과 같은 전자 간판 을 통하여 청각 장애인 및 

시각 장애인과 같은 장애가 있는 유권자를 비롯한 모든 유권자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PSA는 섹션 1-B에 나열된 수단을 통해 제공됩니다.  

 
제공될 정보에는 임의의 투표 센터에서 이용 가능한 투표 장치를 사용하는 옵션, 해당 

장치의 사용방법, 우편에 의한 카운티의 원격 이용 가능 투표(RAVBM) 프로그램 (섹션 2-

B에 설명)을 통한 투표 용지 요청, 기표 및 제출 방법이 포함됩니다.   

 

 

1-B 유권자의 선택법에 따른 커뮤니티의 유권자 교육  
 §4005(a)(10)(I)(i)(III) 
 

VRE의 커뮤니티 직원들은 투표 센터 모델 정보를 유권자들과 각종 행사 참석자들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VRE의 목표는 커뮤니티 파트너 및 LAAC 그리고 VAAC와 함께 조율하여 

유권자 교육 기회를 파악하고, 투표 장비의 시연 및 액세서블 투표 용지 요청 및 확보 

방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VRE는 도시 및 지리적 커뮤니티 그리고 이익 추구 커뮤니티를 

포함한 카운티의 모든 지역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유권자는 다음을 

제한 없이 포함하여 투표 센터 모델 및 자신의 투표 옵션에 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1) 부서의 VAAC 와 LAAC  (일년 내내 진행) 

a) 투표 시스템 시연 및 정보 업데이트를 포함하는 미팅 

b)  VAAC 및 LAAC 위원들과 자료 개발 및 커뮤니티 내에서 배포를 위해 

제시 

 

2) 커뮤니티 이벤트 (간략 목록) 

   일 년 내내 진행되는 이벤트: 

 a)  새크라멘토 푸드 뱅크 - 명절 음식 이벤트 및 계속 진행중인 이벤트 

 b)  주 의사당에서 개최되는 장애 예방 캠페인 이벤트 

 c)  새크라멘토 코믹 콘(Comic Con)이벤트 (연간 여러 차례 진행)  

 

   계절 이벤트  

 d)  가족 축제 (Festival de la Familia)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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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노로우즈 (Norouz: 페르시아 설날) (봄)  

 f)  베트남 텟 축제 (Vietnamese Tet Festival) (봄)  

 g)  바나나 축제 9 Banana Festiva) (여름)  

 h)  엘크 그로브 다문화 축제 (Elk Grove Multicultural Festival) (여름)  

 i)  무지개 축제 (Rainbow Festival) (가을)  

 j)  APAPA 후보자 포럼 (가을)  

 k)  엘크 그로브 호박 축제 (Elk Grove Pumpkin Festival) (가을)  

 l)  페어 옥크스 닭 축제 Fair Oaks Chicken Festival) (가을)  

 m)  리오 린다 카운티 축제 (Rio Linda County Fair)(가을) 

 
3) 카운티의 다양한 인구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a) 인근 협회 

b) 카운티 감독 위원회 

c) 카운티 장애 자문 위원회 

d) 캘리포니아주 VAAC 및 LAAC 

e) 시 의회 및 시 직원 

f) 선출직 공무원의 타운 홀 

g) 학군 위원회 

h) 특별 학군 위원회 

i) 카운티 중앙 위원회 및 정치 위원회 

j) 종교 커뮤니티 

k) 서비스 제공업체 (예: Independent Living Center, Easter seals, 

California Council of the Blind)l) 언어 커뮤니티 (예: La Familia, Asian 

Pacific Islander American Public Affairs (APAPA), Asian Community 

Center (ACC), Asian Americans Advance Justice (AAAJ), League of 

United Latina American Citizens (LULAC), County Latino Caucus) 

m) 투표 관련 시민단체 (예: League of Women Voters, Urban League, ,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NAACP), Common Cause,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DRC), People Power, Sacramento County Disability 

Advocate Commission ACLU, NAACP, Common Cause, DRC, People 

Power, DAC) 

n) 자선단체 (예: Soroptimists, Rotary, Kiwanis,) 

o) 새크라멘토 VCA 연맹 

p) 칼리지 및 대학교 

q) 새크라멘토 공공 도서관 

 

4) 반복 지원 기회 

 a) 파머스 마켓 (계절에 따라 다름) 

 b) KP 인터내셔널 마켓플레이스 

 c) Ranch 99 Market 

 d)  고등학교 교육 프로그램 (4월, 9월 그리고 초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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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신규 시민권자 기념식 

 g) 성인교육 및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제 2언어로서의 영어)  

                      프로그램 (학군을 통하여) 

 

1-C 유권자 교육 및 지원을 위한 자료 사용.   
 §4005(a)(10)(I)(i)(VII) 
 

VRE는 투표 센터 모델 투표 절차에 관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리소스를 지출합니다.  부록 J에는 2018년 6월 선거에 대한 예산 정보와 지난 연도의 교육 

및 지원 예산의 비교가 나타나 있습니다. 

 

1-D 다가올 선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무료 유권자 지원 직통 전화 홍보를 위한 담당자.   
 §4005(a)(10)(I)(i)(X) 
 

VRE는 각 새크라멘토 카운티 등록 유권자에게 우편엽서를 통해 두차례 연락하여 다가올 

선거와 VRE의 무료 지원 직통전화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또한 이 

연락을 통하여 유권자 정보 안내 시기 및 투표 센터 모델 선거에서의 투표 옵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E  대안 언어로 된 자료나 이용 가능한 형식의 VBM을 요청하는 우편료 선납 엽서 
 §4005(a)(8)(B)(iii) 
 

모든 등록 유권자는 우편료 선납 엽서와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자료를 요청하고 대안 

형식으로 이용 가능한 VBM 투표 용지를 요청하는 데 대한 해당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받게 됩니다.  해당 안내서와 VRE 웹사이트에 엽서의 작성과 반송 방법에 대한 

지침이 포함됩니다.    

 

 

소수 언어 커뮤니티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005(a)(10)(I)(i)(I) 
 

VRE는 2017년 8월 언어 접근성 자문 위원회(Language Accessibility Advisory Committee, 

LAAC)를 설립하여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적인 유권자들에게 선거과정에 대한 이용과 

관련된 연방법 및 주법의 실행을 조언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LAAC는 카운티의 소수 언어 

커뮤니티를 대신하여 옹호하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LAAC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부록 B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F 유권자에게 다가오는 선거를 알리고 무료 유권자 지원 직통전화 사용 홍보 (소수 언어 
커뮤니티 미디어와 협력) 

 §4005(a)(10)(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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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센터 모델, 투표 옵션 및 무료 액세스 지원 직통 전화를 포함한 소수 언어 

커뮤니티와의 정보 공유는 다음을 포함한 목적과 함께 다면적으로 진행됩니다. 

1)  TV (예: Univision, Telemundo, Azteca America, Crossings TV 및 지역 영어 

채널 및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채널 - MetroCable/Access Sacramento) 

2) 신문 (예: Sacramento Bee, Vida En El Valle, D'Primeramino Magazine, 

APA News In Review, World Journal News, Herburger Publications, News 

& Review, Messenger Publishing Group) 

3) 라디오 (예: La Ranchera/Vive, Radio Lazar, Entercom 방송국) 

4) 소셜 미디어 및 부서 웹사이트 

a) 카운티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acramento County/ 

b)  카운티 트위터 계정 https://twitter.com/SacCountyCA 

b) Next Door 앱 (새크라멘도 카운티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검색) 

d) 카운티 뉴스피드 리스트 구독 (참여 희망 시 www.saccounty.net 와 

www.elections.saccounty.net 참조) 

5) 전자게시판 (Sacramento City, ClearChannel) 

6) 대중교통 메시징 (Sacramento Regional Transit, Elk Grove’s E-Tran, 

Paratransit, Busses, Trains 및 Transit Hubs) 

7)  FOCE와 VCC와 공유하는 자료 

8) 커뮤니티 파트너, 선출직 공무원의 뉴스레터, 도시, 특별 학군, 학군, 

커뮤니티 기반 기구, 종교 단체, 카운티 전역의 공보관과 같은 단체와 

공유하는 자료 

9) 미디어 설명회, 모든 미디어 소스에 투표 센터 모델에 관한 인터뷰와 영상 

촬영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10) 공공 서비스 발표문, 모든 카운티 서비스 수단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광범위하게 배포됨 

11) 카운티 부서 (예: Health and Human Services, Human Assistance, Veteran 

Services, Probation, Child Support Services) 

12) ESL 프로그램 성인교육학교(예: Elk Grove USD, Sacramento City USD) 

 

 

1-G 소수 언어 유권자 식별 
 §4005(a)(10)(I)(i)(V) 
 

VRE는 유권자 등록 양식에 나타난 유권자의 선호 언어 선택을 사용하여 소수 언어 

유권자를 식별합니다.  또한 유권자는 전화나 이메일로 저희에게 연락하여 선호하는 언어를 

변경하거나, 선거 중에 선거 사무관에게 선호하는 언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인구조사국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언어 지원을 필요로 할 수 있는 '영어 미숙련자'의 투표 

연령 인구를 파악합니다.  이 정보는 VRE의 선거 관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1-H 소수 언어 유권자를 위한 유권자 교육 워크샵 
 4005(a)(10)(I)(i)(VI),  §4005(a)(10)(I)(i)(VI)(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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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E는 각 새크라멘토 카운티의 연방 및 주 현재 필수 언어에 대해 이중 언어 사용 유권자 

교육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이 계획을 준비할 당시 (2018년 2월), 해당 언어는 스페인어, 

중국어 (필수 연방 언어) 및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몽족어, 일본어, 한국어 및 펀자브어 

(필수 주 언어)입니다.   
 

이 워크샵은 2018년 봄에 개최되며 카운티의 언어 커뮤니티에 투표 센터 모델 투표 절차 

이외에도 지정 언어로 된 자료와 지원에 관한 정보를 받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든 

워크샵에서는 지정 언어 통역사가 참석자를 지원합니다.  LAAC 위원은 워크샵 장소와 날짜 

선택을 지원합니다.  워크샵에 대한 정보는 이 계획서의 1-B 섹션에 표시된 수단을 

이용하여 해당 날짜로부터 적어도 10일 이전에 발표됩니다.   

 

 

1-I 소수 언어 사용 시민권자에 대한 공공 서비스 발표   
 §4005(a)(10)(I)(i)(IX) 
 

VRE는 공공 서비스 발표문을 사용하여 소수 언어 커뮤니티 소속 유권자들에게 다가올 

선거와 무료 지원 직통 전화를 통보합니다. PSA는 섹션 1-E에 기술된 소수 언어 TV, 

라디오, 신문을 통하여 배포됩니다. LAAC는 PSA 내용 개발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커뮤니티에 대한 교육 및 지원 
 

VRE는 2017년 8월 투표 접근성 자문 위원회(LAAC)를 설립하여 장애가 있는 유권자들이 

선거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언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VAAC는 장애인 커뮤니티를 

대신하여 옹호하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VAAC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부록 

A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J 유권자들이 접근 가능한 형식의 우편 투표 이용 가능 고지 및  
 투표용지 요청 절차 설명 
 §4005(a)(10)(I)(i)(II) 
섹션 1-A 및 1-B항에 명시된 배포 유형 및 형태를 이용하여 VRE는 접근 가능한 형식의 

VBM 투표 용지를 수령하는 방법과 다양한 배포 유형 및 형태로 투표 용지를 요청하는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음의 내용은 이러한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 신체 장애, 감각 장애, 지적 장애 및 발달 장애를 가진 유권자들에게 필투표에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와 공유하는 자료들로, 독립 

생활 단체 (Independent Living organizations), 북부캘리포니아 맹인협회 

지부(NorCal Center on Deafness), 캘리포니아 맹인협회 (California 

Council on the Blind), 전미 맹인협의회 (National Federation for the Blind), 

The ARC, 북부캘리포니아 미국 정신건강 협회가 이에 해당합니다.   

2) 지역 공동체 협력단체와 협회지 담당 선출위원들, 카운티 전체 도시, 

특별지구, 교육지구, 신앙 단체 및 공익 정보 담당 사무관. 

3)  텔레비전 (대중 매체와 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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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문 (예 : 사크라멘토 비 (Sacramento Bee) 및 지역 인쇄판 및 온라인 전용 

출판물)  

5)  라디오 (Entercom 방송국) 

6)  소셜 미디어와 부서 웹사이트 

a) 카운티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acramento County/ 

b)  카운티 트위터 계정 https://twitter.com/SacCountyCA 

b) Next Door 앱 (새크라멘도 카운티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검색) 

d) 카운티 뉴스피드 리스트 구독 (참여 희망시 www.saccounty.net 와 

www.elections.saccounty.net 참조) 

7) 전자게시판 (Sacramento City, ClearChannel) 

8) 대중교통 메시징 (Sacramento Regional Ttransit, Elk Grove’s E-Tran, 

Paratransit, Busses, Trains 및 Transit Hubs) 

9)  VAAC, 카운티 DAC, FOCE 및 VCC와의 공유하는 자료 

10) 미디어 설명회, 다양한 대중 미디어 소스에 투표 센터 모델에 관한인터뷰와 

영상 촬영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11) 카운티 부서 (예: Disability Compliance Office, Health and Human 

Services, Human Assistance, Veteran Services) 

 

1-K 대중 이용 가능 공개 정보 게재 웹사이트 안내 
 4005 (a)(10)(I)(i)(IV) 
 

 VRE 웹 사이트 (www.elections.saccounty.net)에 게재된 정보는 일반인이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선거관리계획 및 유권자 선택법과 

관련된 기타 정보뿐만 아니라 투표 등록 및 선거 과정 참여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웹사이트에서는 구체적인 선거 관련 정보 또한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사이트에서는 방문자가 선거 관련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양식 또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1)  모든 유권자에게는 우편 투표 (VBM) 용지가 제공됩니다. 

 2)  장소와 무관하게 접근 가능한 투표 기기가 설치된 투표소 어느 곳이나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과 기기 사용 방법 설명 

 3)  카운티의 RAVBM (원격 이용 가능한 우편 투표 - Remote Accessible Vote 

 by Mail) 프로그램을 (섹션 2-B항 상세 설명 참조)을 이용한 전용 투표 

 용지를 요청, 투표 용지 표시 및 용지 제출 방법. 

 

1-L  접근성 및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커뮤니티에 대해 실시하는 유권자 교육 
워크샵   

 §4005(a)(10)(I)(i)(VI), §4005(a)(10)(I)(i)(VI)(ib) 
 
VRE는 장애가 있는 자격 대상 유권자의 접근성과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2018 년 봄 

유권자 교육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VAAC 위원은 워크샵 장소 및 날짜 선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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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에서는 투표 센터 모델에 대한 교육, 새로운 투표 장비 시연, 투표 장비의 접근성, 

투표 용지 투입 정보, 전자적 우편 투표 용지에 의한 접근 가능 투표 확보 옵션 등을 

다룹니다.  이 워크샵에 대한 정보는 이 계획서의 1-B 섹션에 표시된 수단을 이용하여 해당 

날짜로부터 적어도 10일 이전에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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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2 - 선거 관리계획  

     
 

일반 

2-A 무료 전화 액세스   

 §4005(a)(10)(I)(vii) 
 

VRE는 영업 시간 내에 무료 전화 지원을 제공합니다.  저희 직원은 연방 필수 언어로 

통화자를 지원할 수 있으며 언어 서비스를 유지하여 다른 필수 언어로 유권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무료 직통 전화 (800) 762-8091  

 캘리포니아 중계 서비스 (언어 및 청각 장애) 711 

 

 

투표 용지 액세스 

 

2-B 장애가 있는 유권자의 VBM 투표 용지 액세스 
 §4005(a)(10)(I)(ii)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 

          VRE는 매 선거마다, 자세한 우편 투표 절차 정보, 우편투표 (VBM) 용지 교체 신청     

          선택 사항, 그리고 우편투표 (VBM) 투표용지 제출에 대한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준비할 것입니다. 우편 투표 원격 접근 제도 (Remote Accessible Vote By Mail   

          system)의 자세한 이용방법 또한 이 안내서에 포함됩니다. 이 안내서는  

          큰 활자와 온라인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VBM 투표 용지 우편으로 받기 

 모든 새크라멘토 카운티 등록 유권자는 매 선거 때마다 VBM 투표 용지 패키지를 

받게 됩니다.  동봉한 투표 용지에 기표하여 VBM 패키지에 포함된 식별 양식 봉투에 

넣어 반송하면 됩니다.  또한 섹션 1-E를 참조하십시오. 

 이용 가능한 투표 용지 - 투표 센터 요청 

 모든 새크라멘토 카운티 등록 유권자는 임의의 투표 센터에서 3가지의 이용 가능한 

기표 기기 중 하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가 체크인하고 액세서블 투표 

용지를 요청하면 액세서블 장치에 투표 용지를 넣을 수 있는 키 카드를 받게 됩니다.  

투표 용지는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제공된 오디오 촉감 기기 또는 자신이 

사용하는 지원 기술을 사용하여 기표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투표 머신을 

준비하여 모든 유권자가 비공개 및 독립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섹션 1-E를 참조하십시오. 

 

 원격 이용 가능  투표 용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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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가 있는 새크라멘토 카운티 등록 유권자는 우편 원격 액세서블 투표(RAVBM)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이용하여 투표용지 다운로드 요청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RAVBM을 통해 장애가 있는 유권자는 VRE 인증 웹사이트로부터 해당 유권자에게 

VBM 투표 용지를 전자적 방식으로 보내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 투표 용지를 

유권자의 컴퓨터로 다운로드한 후, 해당 유권자의 지원 기술로 기표하여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 투표 용지는 모든 VBM 투표 용지와 마찬가지로, 우편, 투입함 또는 

임의의 투표 센터를 통해 반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섹션 1-E를 참조하십시오. 

 

 대체 투표 용지 요청 

 모든 유권자는 전화 (916) 875 6155, 팩스 (916) 854-9796 , VRE 사무소에서 투표 

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RAVBM 시스템을 통해 대체 투표용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투표 센터 필수요소 

 

2-C 투표 센터에서의 투표 절차의 보안  

 

 보안 투표 센터 투표 

 §4005(a)(10)(I)(iv) 
 

 투표 센터에서 수행되는 모든 투표는 주 사무국의 보안 표준, VRE의 보안 절차 및 

캘리포니아주 선거법의 규정 및 캘리포니아주 투표 시스템 사용 절차를 준수합니다.  

여기에는 투표 센터의 모든 장비를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 봉인, 보관, 배송 및 

사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저희의 현재 절차에 따르면 해당 장소를 열었을 

때 다수의 선거 사무원들이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보안 및 비상 계획  

 §4005(a)(10)(I)(iv)(VIII)  
 

  차질 방지, 투표 센터 운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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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 기술 및 규제 준수 지원을 제공하는 직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은 투표 장비의 운영, 투표 센터 셋업, 유권자 지원 및 처리, 

각 투표일 밤에 민감한 장비의 보안 유지, 비상 시 적절한 절차에 관한 심화 

교육에 참석합니다.   

 

 캘리포니아주 투표 시스템 요건 하에서, 모든 인증 장비는 정전 시 배터리 

전력으로 가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장소에는 휴대전화가 비치됩니다.  

비상 대응 직원은 모든 투표 센터 위치의 목록을 받게 됩니다. 각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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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는 비상 절차가 제공되며 투표 센터의 운영과 유권자 처리에 대한 지침 

매뉴얼이 비치됩니다.   

 

 VRE는 투표 현장에서의 차질을 즉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각 차질에는 

그에 맞는 대응이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투표 센터에 차질이 

생기면, VRE는 즉시 직원을 통해 유권자들을 다른 투표 센터로 재배치하고, 

현지 경찰, 주 사무국에 알리며, 미디어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상황 

업데이트를 통보합니다.  투표 센터나 투표 용지 투입 장소의 위치, 추가 

통지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나 기타 차질이 발생하면, 신호 체계와 직원을 

이용하여 유권자들을 대체 장소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투표 센터의 모든 

행동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직원은 캘리포니아 선거법 및 투표용지 제조 및 

완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즉시 투표 센터의 투표 장비를 봉쇄하고 모든 투표 

자료의 소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VRE는 대체 투표 센터를 개장하고 변경 

사항을 널리 알립니다. 

 

 

2-D 투표 센터:  간행 당시 이용 가능한 범위에서의 설치 수, 위치 및  운영 시간  
 §4005(a)(10)(I)(vi) 
 

 설치될 투표 센터의 총 개수  
 §4005(a)(10)(I)(vi)(I) 
 

 2016년 11월 선거에서 등록한 772,782명의  유권자)를 토대로, VRE는 최소 78곳의 

투표 센터 (16곳은 10일 전 부터 선거일까지, 추가 62곳은 3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운영)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각 투표 센터의 위치와 운영 시간 
 §4005(a)(10)(I)(vi)(III), §4005(a)(10)(I)(vi)(VI)  
 

 VRE는 LAAC, VAAC 및 커뮤니티 일원과 협력하여 투표 센터와 투입함의 위치를 

식별합니다.  카운티 직원은 2010년도에 실시한 인구조사, 미국 커뮤니티 설문조사 

및 현재 VRE 등록 파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Section 4005(a)(10)(B)에 

나열된 각 기준에 대해 데이터 지도를 작성합니다.  부록 E 참조. 이 데이터 지도는 

가장 중복이 많은 기준을 보여주고 결정적인 최고의 위치를 지원하는데 활용됩니다.   

 

 위치 선정 과정은 이 계획서의 간행 현재에도 진행 중입니다.  VRE의 목표는 투표 

센터의 위치가 잘 알려져서, 완전히 액세스 가능한 시설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투표 센터는 선거일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최소 8시간 계속 

근무합니다.  각 투표 센터의 위치와 시간은 부록 F에 나열되어 있으며, 이 부록은 

각 선거에 대해 위치가 확정되면 업데이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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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의 웹사이트에 게재되는 목록은 투표 센터가 확정될 때까지 매 주 금요일에 

업데이트됩니다.  전체 목록은 각 등록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선거 자료 에 포함되며, 

부서 웹사이트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VRE는 2018년 선거에서는 이동전화 

투표 센터를 운영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2-E 투표 센터 직원 배치:   
 §4005(a)(10)(I)(vi)(IX)  
 

VRE는 각 투표센터마다 최소 5명의 직원과 추가 이중 언어 사용 직원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구역 또는 투표 센터와 인접한 곳에 식별된 커뮤니티 의견과 언어로 이중 언어 사용 직원의 

수를 알립니다.  

 

2-F 장애가 있는 유권자를 위한 서비스 
 §4005(a)(10)(I)(vi)(X)  
 

각 투표 센터에는 최소 3대의 완전히 액세서블한 터치스크린 투표 장치가 있게 

됩니다.  이 장치들은 캘리포니아주 선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 사무국의 인증을 

받았으며 각 유권자는 각자의 투표 용지에 독립적으로 그리고 비공개로 기표할 수 

있습니다.  돋보기, 데스크 램프 및 펜 그립 또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쓰레스홀드 

램프, 도어 스톱 또는 ISA 주차 지정을 위한 콘 등의 완화 장비가 투표 센터에 

제공됩니다. 투표소 모든 근무자들은 구체적인 보조가 필요한 유권자들을 돕는 

방법과 터치스크린 투표 기구 사용에 관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 자료는 

VAAC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제작됩니다. 

 

 

2-G 투표 센터의 설계와 레이아웃 
 §4005(a)(10)(I)(vi)(XI)  
 

레이아웃 가이드라인을 사용하여 투표 부스와 액세서블 투표 용지 기표 장치를 배치하여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 용지에 독립적으로 그리고 비공개로 기표할 수 있게 합니다.  

레이아웃은 유권자의 접근성 필요를 민감하게 고려해야 하며, 각 장소의 다양한 모양과 

실내 크기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부록 G에서 샘플 레이아웃을 볼 수 있습니다.  

 

투표 용지 투입함 필수 요소   

 

2-H 투표 용지 투입함:  간행 당시 이용 가능한 범위에서의 설치 수, 위치 및  운영 시간  
 §4005(a)(10)(I)(vi)  
 설치할 투입함의 총 개수  
 §4005(a)(10)(I)(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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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1월 선거 다이 등록한 772,782명의  유권자를 토대로, 카운티는 최소 

52개의 투표 용지 투입함을 설치하여 선거일 28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각 투표 용지 투입함의 위치와 운영 시간  
 §4005(a)(10)(I)(vi)(IV), §4005(a)(10)(I)(vi)(VII) 
 

 VRE의 목표는 LAAC, VAAC 및 커뮤니티 일원과 협력하여 투입함을 잘 알려진 

완전하게 접근 가능한 시설에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투입함 설치 장소 설정은 이 

계획서의 간행 중에도 계속 진행됩니다.  투입함의 목록과 운영시간은 부록 H에 

표시되며, 이 부록은 투입함 위치가 확인될 때 업데이트됩니다.  부서의 웹사이트에 

게재되는 목록은 투표함 설치 장소가 확정될 때까지 매 주 금요일에 업데이트됩니다.  

전체 목록은 각 등록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선거 자료 에 포함되며, 부서 

웹사이트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사무소 외부에는 매일 24시간 이용 가능한 투입함이 비치됩니다.  다른 

투입함은 모두 실내에 배치됩니다.  

 

 

투표 센터 및 투입함 위치 지도 

 

2-I 위치 지도 

 §4005(a)(10)(I)(vi)(V)  
 

 투표 센터와 투표 용지 투입함의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는 부록 I에 표시됩니다.  이 

지도는 매 주 금요일에 업데이트되며, 이는 필수 장소와 위치가 모두 확정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추가 고려사항 

 

2-J 이 계획 하의 예상 비용과 절감액 
 §4005(a)(10)(I)(v), §4005(g)(2)  
 

 

유권자 선택법의 이행과 관련된 예상 비용과 절감액은 부록 J에 표시됩니다. VRE는 

유권자 선택법의 최초 실행 시 카운티의 투표 장비의 대체와 관련된 비용 절감을 

예상하는 한편 커뮤니티와 유권자 참여에 대한 요건의 확장에 따라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VRE는 콜로라도주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이행한 후 유권자 

참여가 증가하고 비용이 감소했으므로, 새크라멘토 카운티에서도 유권자 참여 

증가와 유지비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낙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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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선택법 하에 수행된 각 선거 이후, VRE는 선거 비용 비교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 보고서는 VRE의 웹사이트에 액세서블 형식으로 게시됩니다. 

2-K 선거 후 활동 
 

 세부조항 (g)의 요구에 따라, 유권자 접근성과 참여의 현저한 격차 해소  
 §4005(a)(10)(I)(iii)  
 

 유권자 선택법 하에 수행된 각 선거 후, VRE는 유권자로부터 받은 의견을 검토하고 

Section 4005(g)를 준수하여 수집한 데이터에 대한 LAAC 및 VAAC 그리고 

커뮤니티 파트너의 의견을 요청합니다.  VRE는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 항목 별로 

파악된 현저한 격차를 해소합니다.   
 

 

 SOS에 대한 지원 및 입법부에 대한 보고서 작성 지원 
 §4005(g)(1)(A) 
 

 주 사무국에 선거 통계 제공 

 VRE는 주 사무국에 선거 기호  4005(g)가 기재된  통계 데이터를 각 선거를 치른 

 6개월 이 내에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