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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Riverside 카운티 주민 인구 구성이 다양해지고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유권자 선택권
법(Voter’s Choice Act), 즉 VCA 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새 시대를 다소 급히 맞아들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 년간 COVID 19
팬데믹과 그에 뒤이은 선거법 개정안 도입으로 유권자 등록 사무소(Registrar of Voters,
ROV)에서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급히 잠재적인 변화가 불러올 장점을 철저하게
연구하여 이를 실천에 옮기는 일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유권자로부터 접수된 피드백을 보면, 이제 예전으로는 영영 다시 돌아갈 수 없을
듯합니다.
ROV 팀에서는 최근 만들어진 절차와 규정, 그리고 2020 년 11 월과 2021 년 9 월에
치러진 선거 당시 효과가 있었던 요소를 바탕으로 새로 세운 계획을 따라 조만간
투표소로의 공식 전환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유권자 등록 사무소는 지역 공동체 내 여러 곳과 탄탄한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는 투표소 모델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앞으로도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우리 지역 투표 접근성 자문 위원회(Voting Accessibility Advisory
Committee, VAAC)와 언어 접근성 자문 위원회(Language Accessibility Advisory
Committee, LAAC) 및 카운티 감독관 선거 임시 위원회에서 자국의 투표 경험과 다른
이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대한 통찰력 있는 견해를 제공할 것입니다. 카운티 VAAC 및
LAAC 참여에 대한 정보는 유권자 등록 사무소 웹사이트 www.voteinfo.ne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 정부 직원은 지역 선거 파트너로서 주민들에게 이 새로운 변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꺼이 도울 의지가 강력하다는 사실도 언급해야겠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정부 주무장관(Secretary of State), 지난 2018년에 이미 투표소 모델로
전환한 다섯 카운티, 최근 몇 년 사이에 전환을 마친 인접 카운티에서도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아 감사한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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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선거 관리 계획서, 즉 EAP(Election Administration Plan)에서는 향후 Riverside
카운티에서 투표와 선거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기본 토대와 간략한 지침을
다룹니다. 또한 ROV 에서는 웹사이트를 출범하여(www.voteinfo.net/votecenter)
대중에게 앞으로 예정된 변화에 관한 정보를 알리고 계획에 관한 최신 소식을 게시하는
전용 창구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계획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ROV 에서는 포괄적인 유권자 교육 및 아웃리치 계획을
이행할 예정입니다. 예컨대 소셜 미디어 활동 범위를 넓히고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UC Riverside, Riverside, Mt. San Jacinto 및 Desert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
등)과 협력 관계를 체결하며 선출된 공직자 및 정부 기관과도 협력하는 등 광범위한
영역을 아우르게 됩니다. 이 계획은 유권자 등록 사무소가 Riverside 카운티에 거주하는
130 만 유권자에게 다가오는 변화와 투표소 모델로의 전환에 관해 알린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새로운 모델에 따른 첫 공식 선거는 2022 년 6 월 7 일로 예정된 주지사
예비선거(Gubernatorial Primary Election)입니다. 당국은 앞으로도 Riverside 카운티
유권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투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작년 가을에 경험한 것과 같이
한결 개선된 투표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 새로운 투표 방식이 도입되면 등재된 유권자는 모두 우편 투표권을 받게 되며, 동시에
Riverside 카운티 내에 위치한 투표소라면 어디서든 현장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 EAP 를 작성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현행 유권자 수 및 캘리포니아 선거법 요구 사항에
따라 약 145 곳의 투표소와 87 개의 투표지 수거함을 설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팀원들을 대표하여, Riverside 카운티 주민 모두 미래로 나아가는 데 일조할 새로운 투표
방식으로 정식 전환할 수 있게 되어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국은
앞으로도 시민에게 가능한 최선의 투표 경험을 제공하면서, 투표 제도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투표 무결성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정확하며 공정한 투표 과정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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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투표
선거법(Elections Code) §4005(a)(8)(A)
Riverside 카운티에서 유권자 선택권 법(Voter’s Choice Act, VCA)이 실행되면서 약
130 만 명에 달하는 유권자에게 우편 투표(Vote-By-Mail, VBM)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Riverside 카운티에서는 COVID-19 팬데믹과 관련하여 바뀐 법률에 따라 2020 년 11 월
대통령 선거 이후 이처럼 대량의 투표지를 인쇄, 발송 및 처리해야 한다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유권자는 우편 투표와 현장(in-person) 투표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투표
선택지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으며,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장비와 소모품 재고를
확충하여 이처럼 새로운 투표 방식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자원을 전환해 왔습니다.
더 나아가 향후 모든 선거에서 캘리포니아 내 모든 유권자는 법안 37(Berman, 2021)에
따라 선호나 투표 방식에 관계없이 우편으로 투표지를 받게 됩니다.

이력
법이 바뀌기 전에도 Riverside 카운티 유권자 전체 중 75% 이상이 투표지를 자택에서
수령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이러한 동향을 고려하여
유권자를 위해 편리한 반송 선택지 풋프린트를 넓히면서 동시에 반송된 VBM 투표지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자국 수용력을 증강하는 데 힘썼습니다. 유권자 등록
사무소는 지난 2019 년, 우편을 통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예상하고 투표지 처리 수용력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

투표지 인쇄
Riverside 카운티에서는 투표지와 반송용 투표지 봉투를 인쇄하는 데 주정부 공인
업체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탄탄한 파트너십 덕분에 정규 팀원은 유권자에게
발송하는 자료 내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신경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 VBM
패킷에 들어가는 삽입 자료와 지침 등이 대표적이며, 그러면서도 잡비 지출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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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등록 사무소 스태프가 이 과정을 거치며 모든 단계에서 제작된 자료가 정확한지
확인하며, 여기에는 전체 유권자에게 투표지를 발송하기에 앞서 투표지를 철저히
검수하는 과정도 포함합니다.
유권자에게 발송되는 우편 투표지 패킷은 봉투에 공식 선거 메일 로고가 있으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 비용이 지불된 우편물 반송 봉투
•

공식 투표지(선거 내 선거 수에 따른 투표지 카드가 여러 장일 수 있음)

•

투표지 작성 및 반송 방법 안내

•

‘투표했어요’ 스티커 한 장

우편 방송 봉투를 통한 투표지에는 서명선 한쪽에 펀치로 뚫은 구멍이 있어 장애인
유권자가 서명선을 찾을 수 있는 촉각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반송된 우편 투표지 처리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자체적인 고속 우편물 분류 장비를 사용하여 반송 투표지를
처리합니다. 이 장비는 반송된 봉투를 하나하나, 빠짐없이 디지털 이미지로 촬영하여
반송되었다는 사실을 추적 관리합니다. 스태프가 이 이미지를 사용하여 VBM 봉투에
기재된 서명과 파일에 기재된 유권자 명부를 비교하여 반송한 투표지가 올바른
유권자의 것인지 확인합니다. Riverside 카운티에서는 현재 구성으로 2020 년 11 월과
2021 년 9 월에 치른 선거에서 추가된 반송 VBM 봉투 수량을 무사히 처리했습니다.

24 시간 운영
2020 년 대통령 선거와 2021 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선거와 같은 대규모 선거를
치르면서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야간 교대 근무” 제도를 시행하여 일부 투표지
처리 업무를 임시직 선거 스태프에게 맡기되 정규직 스태프가 이를 감독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러한 교대 근무는 선거일 당일을 기준으로 보통 2 주 전부터 시행하며
오후 6 시부터 오전 2 시 30 분까지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Riverside 카운티 운영 위원회와
감리위원회(Board of Supervisors)의 권장 사항을 바탕으로 대규모 선거의 수요가 부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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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부응하여 필요하다면 상시 근무 제도를 실시해 선거 결과를 더욱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반송된 우편 투표지 계수
Riverside 카운티에서는 지난 2019 년에 투표 체제를 새로운 체제로 교체하면서 반송된
VBM 투표지 처리 수용력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현재 카운티 정부는 동시에 투표지
카드를 스캔할 수 있는 고속 투표지 제표기를 10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판정 전용 스테이션 8 대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스태프가 사용하여 제표기로는 판독할
수 없는 유권자 의사를 판단하여 모든 투표가 유권자 의사대로 계수되도록 보장합니다.

우편 투표지 추적
지난 2 년간 모든 유권자가 우편 투표지를 받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선거 관리자가
유권자에게 각자의 투표지 처리 상태를 알리는 업무를 최우선 선결과제로 여겨야 하게
되었습니다. Riverside 카운티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VMB 패키지가
우편함에 도착할 예상 시점과, 작성을 마친 VBM 이 주정부 주도 업무를 통해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 도착한 시점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를 BallotTrax 라고 합니다.
유권자에게 자동으로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발송하여 VBM 프로세스 중 주요 시점에
정보를 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적 시스템이 당국에 데이터를 제공하므로 당국에서
투표 경험을 보강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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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및 투표지 수거함 위치
선거법 §4005(a)(10)(B)
유권자 선택권 법에는 투표소와 투표지 수거함 배치 방법 및 위치와 관련하여 상세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투표소와 투표지 수거함 위치는 몇 가지 구체적인 고려
사항과 요구 사항을 근거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사항입니다.
•

대중교통수단과의 근접성

•

예전부터 우편 투표 제도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 공동체와의 근접성

•

인구 밀집 지역과의 근접성

•

언어 소수자 지역 공동체와의 근접성

•

장애인 유권자 주소지와의 근접성

•

가구당 차량 소유 비율이 낮은 지역 공동체와의 근접성

•

저소득 지역 공동체와의 근접성

•

지리적으로 고립된 지역과의 근접성

•

장애인 주차 및 무료 주차 공간과의 근접성

•

유권자가 승용차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이동해야 하는 거리 및 시간

•

투표소와 투표지 수거함 위치근처의 교통량 패턴

•

투표 등록을 하지 않은 유권자와 같은 날 유권자 등록이 필요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근접성

•

우편 투표할 수 없는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대안의 필요성

•

모바일 투표소의 필요성

•

공립 및 사립 대학교의 투표소 위치

투표소 공식
선거법 §4005(a)(10)(I)(vi)(I)
유권자 선택권 법에는 한 카운티에 등재된 유권자 수를 바탕으로 투표소 수를 결정하는
공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카운티 정부에서는 이 투표 방식에 따라 등재된 유권자
50,000 명당 11 일 투표소 한 곳, 등재된 유권자 10,000 명마다 4 일 투표소 한 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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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해야 합니다. 유권자 선택권 법에 기재된 공식에 따라 Riverside 카운티의 현재
인구수는 1,290,000 명이므로, Riverside 카운티에는 11 일간 투표소 최소 26 곳, 4 일간
투표소 최소 129 곳을(선거일 당일 포함) 개방해야 합니다.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2020 년 11 월과 2021 년 9 월 선거 기간 동안 최소 요구
사항보다 많은 수의 투표소를 제공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선거 중 4 일간 개방한 현장(in-person) 투표소는 145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현장
투표소 수를 늘리면서 고립된 지역 공동체가 많고 인구 구성이 다양한, 넓은 카운티의
요구 사항에 부합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늘어난 범위에 맞추기 위한 노력은 2022 년 선거에서도 그대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11 일간 개방하는 투표소를 26 곳, 선거일 당일
기준으로 4 일 전부터 개방하는 투표소는 약 145 곳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투표소 최소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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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는 법규에 정립된 요구 사항, 장애가 있거나 언어 면에서 도움이 필요한 유권자
입장에서의 접근성, 가용성과 대중의 피드백 등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과거 데이터와 유권자 및 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투표소 위치로 가장
적합한 곳을 선정합니다.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2020년 11월 팬데믹 기간에 "VCA 유사" 투표 방식을
시행하면서 정부 소유의 공공기관 건물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이 방법을 2021년 9월
선거에서도 계속 따랐습니다. 이러한 장소는 유권자 선택권 법에 따라 카운티 정부에서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고려 사항과 기준을 대다수 충족하므로, Riverside 카운티
유권자는 투표권을 행사할 현장 투표소 위치를 이미 알고 있어 유리합니다. 또한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투표소 위치로 선정할 가능성이
있는 위치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모든 유권자의 접근성 요구
사항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계획입니다. 카운티는 위치와 관련한 모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커뮤니티와 협력하는 동시에 이러한 걱정을 완화하는 해결책을 포함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투표소 시설 구인 절차
이전 선거에 활용한 투표 장소를 검토하고 평가하여 Riverside 카운티의 투표소 최소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지 알아보는 중입니다. 면적에 한계가 있거나 구체적인 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가용 시점 및 여타 요인이 작용하여 투표소를 운영할 수 없는 위치의
경우, 미리 당국에 연락을 취하여 전보다 더 엄격하게 규정된 VCA 의 요구 사항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2022 년 2 월 중으로 2022 년 6 월 선거에 활용 가능한 후보
투표소 이용 가능성에 관해 문의하는 서신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미리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유관 부서에서 기관 파트너와 지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며칠에 걸친
투표 기간 내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조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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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조사 평가는 요구 기준 외에도 법으로 요구하지는 않지만 투표소 장소 지정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는 많은 그 외 장소 선택 요소를 고려합니다. 이러한 장소 선택
요소의 몇몇 예로는 이동 경로, 투표 공간 크기, 적절한 조명 여부(내부, 외부 모두),
후보 장소의 지정학적 위치, 인터넷 연결, 전력량 등이 있습니다.

투표소 배치
선거법 §4005(a)(10)(I)(vi)(XI)
Riverside 카운티 투표소에서의 투표 경험은 기존의 투표 장소에서 투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예외 사항이 뒤따릅니다. 모든 투표소에서는 전자
체크인 스테이션을 운영합니다. 이곳에 선거 스태프가 배정되어 유권자의 신원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개인용 투표지를 빨리 받아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와 같은 현장 투표소에서 주민이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표지 기표 장치를 이용해 현장 투표지로 투표권 행사

•

여러 언어로 투표권 행사

•

작성과 서명을 마친 우편 투표지 봉투를 수거함에 투입

•

조건부 유권자 등록(Conditional Voter Registration)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등록
후 투표

투표소마다 투표지 기표 장치는 10 대, 체크인 스테이션은 5 곳씩 비치하여 제때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권자가 자유롭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과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이루고자 합니다. 투표소에는 전용
PPE(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개인 보호 장구) 스테이션도 포함하여 손 세정제,
물티슈, 마스크와 차단막 및 장갑 등을 비치해 건강하고 호감 가는 공간을 조성하고
긍정적인 투표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투표소 스태프 배정
선거법 §4005(a)(10)(I)(vi)(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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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erside 카운티에서는 유권자에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투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은 선거 관리 위원(Election Officer) 교육
방법부터 시작합니다.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선거일 한 달을 앞두고 현장
투표소마다 임시직 직원을 2 명씩 공동 책임자로 고용하여 주어진 업무에 대비해 철저한
선거 아카데미(Election Academy) 교육을 수료하도록 합니다.
Riverside 카운티는 유권자 선택권 법 시행을 앞두고 몇 가지 정해진 매개변수로
전환해야 하므로, 일주일이 추가된 현장 투표 기간을 이러한 책임자 스태프가 선거일 전
11 일간 개방하는 투표소 26 곳에서 실습을 통해 경험을 쌓을 기회로 삼게 됩니다. 이
기간은 Riverside 카운티 전역에 산재한 다른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리더십 역할을 맡기
전 귀중한 경험을 쌓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VCA 유사" 방식에 따른 이전 선거 경험과 각 현장에 필요한 예상 책임자 인원수에 따라
현장 투표 첫 주에는 각 현장에 선거 관리 위원 6 명, 선거일 전 주말부터는 현장 한 곳당
선거 관리 위원 10 명을 배치할 전망입니다.
지역 공동체에서 파견한 자원봉사자도 투표소를 무사히 운영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각 투표소의 공동 책임자 외에 선거일 전 주말부터 자원봉사자를
최소 8 명 이상 배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자원봉사자는 유권자 등록 사무소 강사가
주도하는 최소 2 시간 길이의 교육을 받아야만 하므로, 지역 공동체 구성원의 투표를
돕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이와 같은 교육은 주로 Zoom 텔레커뮤팅
플랫폼을 사용하여 진행합니다(단, 일부 대면 교육도 제공함).
교육 프로세스의 핵심 요소는 장애인 유권자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투표소 스태프는 음성 투표지를 비롯한 기표 장치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교육받습니다.

투표지 수거함 공식과 고려 사항
선거법 §4005(a)(10)(I)(vi)(II)
유권자 선택권 법에 따라 등재된 유권자 15,000 명마다 투표지 수거함 위치를 적어도 한
곳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Riverside 카운티는 각 시와 관리구(Supervisorial Distric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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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가 지역 유권자 인구를 살펴보고 투표지 수거함 수를 정합니다.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2022 년 6 월 선거에 대비하여 투표지 수거함을 약 86 곳 선정할
예정입니다.

Riverside 카운티에서는 현재 유인(staffed) 투표지 수거함 위치를 운영 중입니다.
카운티 시청 28 곳 전체에 수거함을 비치하고, 카운티 전역의 몇몇 위치에 유인 수거함을
비치하는 방식을 혼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는 투표소와 마찬가지로 주요
대중교통수단 노선과의 거리가 가까운 곳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특히 커뮤니티 센터,
도서관이나 교회 등 공공기관 건물이나 잘 알려진 곳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투표지 수거함 최소 요구 사항
선거법 §4005(a)(10)(I)(vi)(VI)
캘리포니아 주정부 주무장관실에서는 유권자 선택권 법에 명시된 최소 요구 사항 외에
몇 가지 추가적인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장애인 편의 및 언어 요구 사항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Riverside 카운티는 현장 평가를 진행하여, 각 현장에서 모든
유권자가 VBM 봉투를 인계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지점마다 팀원을 배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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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운티 정부에서는 투표지 수거함마다
포스터를 게재하여 해당 인계 장소가 공식 투표지 수거함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필요한
모든 언어로 지침 사항을 제공합니다.

웹사이트에 게재된 현장 선택 제안 양식
이외에 투표소와 투표지 수거함 위치로 평가할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카운티
웹사이트(voteinfo.net/votecenter)를 통해 접수된 대중의 피드백을 통해 제안을 받는
방안도 있습니다. 현장 제안 양식(Site Suggestion Form) 링크를 클릭하고 시설 이름,
주소와 해당 현장을 제안하는 이유를 작성 가능한 PDF 문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 이와 같은 귀중한 피드백을 꾸준히 주시하여 현장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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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서비스
선거법 §4005(a)(10)(I)(vi)(X)
Riverside 카운티는 장애를 가진 인물을 비롯한 모든 유권자가 투표소 방식으로 최종
전환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사무소는 지난 2020 년 11 월,
2021 년 9 월 전국 선거를 거치며 "VCA 유사" 방식을 순조롭게 이행한 경험을 토대로 이
마지막 단계를 잘 치러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카운티
유권자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이룬다는 목표 아래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서비스를 확대,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적인 장애인 편의
설문조사를 업데이트 버전으로 실시하고 신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설문 기법을
규격화하고 자택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기능을 확대 적용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편의 설문조사 업데이트 및 교육
선거법 §4005(a)(4)(C)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더 늘어난 장애인 편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SOS
접근성 체크리스트(SOS Accessibility Checklist)를 검토하고 종합적인 설문조사
질문지를 작성하였습니다. 각 위치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여
각 현장의 시설 배치도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투표소 책임자가 장비를 설치할 때 참고할
보조 자료로 활용합니다. 또한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좀 더 선제적인 방식을 취하여
설문조사 스태프가 투표소 교육을 관장하는 담당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각 현장의 공동
책임자가 특정 위치를 준비할 때 각종 완화 요소를 고려하도록 조처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스태프 전원에게 철저한
그래픽 중심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러닝 모듈을 제작하여 장애인 편의
설문조사의 개념을 모두 숙지하고 이동 경로, 장애인 주차 공간, 경사로와 출입문 압력
및 SOS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여타 물품과 같은 다양한 항목 완화 조치를
익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통해 각 스태프에게 가르치는 용어와 방법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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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가이드에 기재된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서비스 참조
선거법 §4005(a)(8)(B)(i)(IV)
선거 때마다 참고하도록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 작성한 유권자 정보 가이드에는
장애인 유권자가 도움을 청하는 법, 캘리포니아 장애인 권익회(Disability Rights
California)의 핫라인 전화번호, 장애인 원격 우편 투표(Remote Accessible Vote-by-Mail,
RAVBM) 및 각종 일반 질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사무국에 연락하는 방법 등 다양한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이외에 이 가이드에는 투표지에 기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명시하였습니다.

투표지 교환 또는 RAVBM 신청하는 법
선거법 §4005(a)(8)(B)(i)(IV)
장애인 유권자가 우편 투표 투표지, 투표지 교환 또는 RAVBM 을 신청하려면 유권자 등록
사무소 웹사이트(www.voteinfo.net)를 방문하거나 ROVWeb@rivco.org 로 이메일 문의,
전화 문의해도 되고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나 대면 신청해도 됩니다(주소:
2720 Gateway Drive, Riverside). 또한 아무 투표소에서나 우편 투표나 투표지 교환을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원격 우편 투표
선거법 §4005(a)(8)(B)(i)(IV)
Riverside 카운티에 등재된 유권자는 장애인 원격 우편 투표(Remote Accessible Voteby-Mail, RAVBM) 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가능한 투표지를 신청해도 됩니다.
Riverside 카운티는 Democracy Live 와 협력 관계를 체결하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AVBM 을 이용하면 유권자가 전자 투표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전자 투표지는 유권자 컴퓨터에 다운로드하여 자체적인 지원 기술을 사용해 기표한
다음 인쇄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이 투표지를 여느 VBM 투표지와 같은 방식으로
반송하면 됩니다. 즉 우체통, 투표지 수거함이나 투표소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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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VBM 은 본래 육군, 재외 유권자,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투표 옵션이었으나, 지금은
모든 유권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RAVBM 은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과 같은 가정의
컴퓨터에서 지원 기술을 사용하는 유권자를 위한 방식입니다.

장애인 투표 기계
선거법 §4005(a)(2)(B), §4005(a)(4)(D), §4005(a)(10)(I)(vi)(X)
Riverside 카운티 투표소에는 모두 최소 10 대 이상의 장애인 투표지 기표 장치를 비치할
예정이며, 이 숫자는 유권자 요구 사항과 투표소 실내 공간의 크기에 따라 늘릴 수도
있도록 유연하게 설정하였습니다.
유권자는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장치에 설치된 청각 및 촉각 인터페이스(Audio Tactile
Interface) 또는 자체적으로 이용하는 지원 기술을 사용하여 투표지에 기표하면 됩니다.
투표소 시설은 모든 유권자의 프라이버시 보장을 염두에 두고 설비를 비치하며, 따라서
장애인 유권자에게도 자율적인 투표 경험을 제공합니다. 모든 유권자가 기밀을 보장받으며
독자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투표 장소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투표소에서의 합당한 변경 사항
선거법 §4005(a)(6)(D), §4005(a)(10)(I)(vi)(X)
Riverside 카운티 투표소는 모든 유권자에게 필요한 것을 염두에 두고 조성하였습니다.
투표소 기표 장치는 모두 다양한 음향, 감각적 편의 시설을 활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도록 조처합니다. 예를 들어 화면 판독, 확대, 색 반전 등이 대표적이며
자신이 일상적으로 애용하는 장치가 있는 인물의 경우 해당 장치를 이용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합니다. 요청 시 돋보기를 제공하며, 체크인 테이블과 투표
유닛에서도 요청 시 의자를 내어 드립니다. 유권자에게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선거
관리 위원이 유권자에게 시각적 안내자 역할을 하여 도울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투표소는 모두 장애인 편의를 고려하여 철저히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번에
유권자 선택권 법에 따른 투표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 각 시와
카운티 내 비인가 지역에서도 "가장 좋은 곳"을 선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권자 등록 사무소 운영팀에서 유권자의 이동에 방해가 되는 비탈이 있는 곳마다 문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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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를 제공할 예정이며, 잠재적인 위험 지역에는 원뿔형 교통 표지판을 세우고 낙상
위험이 있는 곳에는 매트를 깔아 대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거 관리 위원이 현장을
준비할 때 모든 유권자가 가능한 최선의 투표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이동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이상적인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드라이브스루 투표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유권자가 차에서 내릴 필요 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안할 수 있어 기쁜 마음입니다. 투표소 주차장에 도착해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
전화하면 드라이브스루 투표(Curbside Voting) 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스태프가
유권자에게 종이 투표지에 기표하고자 하는지, 기표 장치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하고자
하는지 의사를 묻습니다. 선거 관리 위원 두 명이 장애인 투표 장치를 가지고 나옵니다.
여기에는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프린터, 배터리 공급 장치도 포함합니다.

수신자 부담 유권자 전화 회선
선거법 §4005(a)(10)(I)(vii)
주민에게는 수신자 부담(통화료 무료) 유권자 전화 회선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에게 장애인 편의 기능을 제공하여 질문하거나 투표 및 선과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는 유권자 등록 사무소 웹사이트에
게재되며, 공익 서비스 공지사항을 통해서나 미디어 홍보를 통해서도 제공됩니다. 또한
우편 투표지 삽입 자료 및 유권자 정보 가이드와 같이 유권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문의처
정보에도 기재할 예정입니다.
청각장애인, 난청 또는 언어 장애가 있는 유권자의 경우 캘리포니아 릴레이
서비스(California Relay Service)에 711 번으로 문의하여 텍스트 전화 또는 여타 장치를
통해 전화 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캘리포니아 릴레이 서비스에서 지원하는 통신
방식으로는 TTY, VCO, 2LVCO, HCO, STS, VASTS, ASCII 또는 Voice 등이 있습니다.

화상 회의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Zoom 이나 Teams 를 활용하여 모든 투표소에서 미국 수어
통역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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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지원 서비스
유권자 등록 사무소는 지난 십 년간 증가한 유권자의 언어 지원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유권자에게 종합적이고 혁신적인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권마다 적절한 번역이 가능한 2 개 언어 구사 전담 스태프를 기용하고,
Riverside 카운티 전역에서 폭넓은 언어 다양성을 대변하는 여러 단체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카운티 내 각 지역의 수많은 이벤트 현장에 참여를 촉구합니다.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 공동체마다 이번 투표소 방식으로의 최종
전환에 관해 알리기 위하여 여러 차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조 투표지 번역본과 언어 지원 카드
선거법 §13400
캘리포니아 선거법 §14201 에 따라, 본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대상 관할구에 참조
투표지와 카드 번역본을 제공하여 대상 관할구에서 한국어, 타갈로그어, 중국어(표준)
및 베트남어 버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상 관할구는 철저한 언어 분석을 거쳐 파악하며, 도급 계약을 체결한 공급업체를 통해
캘리포니아 선거법 §13307 산하 요구 사항에 따라 각각 상응하는 투표지 유형을
번역합니다. Riverside 카운티에서는 새로운 투표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각 투표소
현장마다 노트북 컴퓨터와 프린터를 사용하여 유권자가 참조용 투표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각 현장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공유
드라이브를 통해 이러한 파일에 액세스 권한을 제공합니다. 또한 유권자가 선거일 당일
기준 최장 10 일 전까지 전화, 우편이나 팩스로 참조 투표지 번역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Riverside 카운티에서는 폭넓은 언어 지원 카드를 제공하여 여기에 참조 투표지 번역본
이용 가능 여부 및 투표소에서 제공하는 각종 언어 서비스 종류 일체를 목록으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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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가이드 및 웹사이트에 포함된 언어 지원 서비스
선거법 §4005(a)(10)(I)(vii)(IX)
유권자에게는 선거 자료 번역본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 기간 내내 여러 차례
알립니다. 등재된 유권자 전원에게 발송되는 유권자 정보 가이드는 물론 우편 투표
패키지마다 삽입된 지침에도 여러 가지 언어로 제공되는 자료가 무엇이고 어떤 어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당국 웹사이트(www.voteinfo.net)에도 새로운 투표 방식에
따라 이용 가능한 언어 지원 서비스 전체 목록을 게재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중 언어 지원 스태프 배정 및 지원 언어
선거법 §4005(a)(10)(I)(vi)(IX)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모든 투표소 위치에 유권자 모두의 언어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적절한 스태프를 배정하도록 주의를 기울입니다. 예를 들어 각 현장에 선거
관리 위원 역할을 담당하는 스태프 중 스페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물을 여러 명 배정할
예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방 투표권 법에 따라 언어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관할권에 소재한 투표소가 어디인지 파악하여 현장 언어 지원도 제공합니다. 또한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특정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스태프가 꼭 필요한
투표소가 어디인지 주민의 의견도 구할 계획입니다.
언어 지원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된 투표소에서는 유권자가 현장 언어 관련
지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서면 자료 번역본 제공, 전화 통화를 통한 유권자 등록 사무소
스태프 지원, 화상 회의를 통해 지원을 받는 등 대안적인 선택지도 변함없이
제공됩니다.

수신자 부담 유권자 전화 회선 및 다국어 공공 콜 센터
선거법 §4005(a)(10)(I)(vii), §4005(a)(10)(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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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선거일 당일까지 공공 콜 센터를 운영하여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스태프를 배정, 선거 기간 전, 중간과 이후에 연방 및 주정부 법에 따른 필수
언어로 언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언어 지원이 필요한 유권자는 수신자 부담 전화
회선으로 전화하여 궁금한 점을 묻고, 투표 및 선거 관련 정보를 얻으면 됩니다.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는 1(800) 773-VOTE(8683)번이며 현재 가동 중입니다. 이 번호는 유권자
등록 사무소 웹사이트(www.voteinfo.net)와 공익 서비스 공지 사항, 부서별 새 소식
보도 자료 등에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재하며 유권자 정보 가이드와 같이 유권자와 직접
접하는 물품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 역할을 하는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는
이 번호 하나만 운영할 예정입니다.

화상 회의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현장 지원 외에 Zoom 화상
회의 플랫폼을 사용해 유권자에게 일 대 일 직접 다국어 지원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언어 지원이 필요한 유권자가 훈련받은 이중 언어 스태프와 교류하여
구두로, 시각적으로 유권자를 안내하여 투표 절차에 의미 있는 형태로 참여하도록 도울
수 있고, 특정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스태프가 투표소에 없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비스를 요청하는 유권자가 선호하는 방식에 따라 전화
지원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원하는 언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스페인어

•

베트남어

•

중국어(표준)

•

중국어(광둥어)

•

한국어

•

타갈로그어

• 미국 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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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기술
유권자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연결
Riverside 카운티에서는 유권자 선택권 법을 정식으로 도입하여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
카운티 전역의 투표소 어디서든 적격 유권자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메커니즘을 100% 유리하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전 시스템의 경우 특정 투표
장소에 할당된 유권자 명부를 종이 서류로 작성해야 했지만, 이 새로운 투표 방식을
따르면 유권자 등록 사무소 선거 관리 시스템과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각 투표소의 체크인 스테이션에 노트북 컴퓨터를 다섯 대씩
비치하여 활용합니다. 유권자가 투표지 요청을 완료하여 우편으로 발송한 투표지
원본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표시하고, 현장 투표를 위해 해당 투표지 사용을
포기한다고 의사를 밝힙니다. 선거 관리 위원이 그와 같은 서명한 문서를 사용하거나,
체크인 테이블에 배치된 명부 페이지에 기재된 서명을 사용해 선거 관리 시스템에서
해당 유권자를 검색합니다. 선거 관리 위원이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유권자를 찾으면
유권자가 이미 투표권을 행사했는지, 투표할 자격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투표 시스템
Riverside 카운티는 지난 2019 년 투표 시스템을 교체했습니다. 고도로 통제된 환경에서
허용 가능한 수정 사항 양을 제한하는 특정 유형의 투표 장치에 대하여 주정부에서
인가를 철회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캘리포니아주에는 주어진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본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Dominion Voting 과 계약을 체결하여 기표 및 집계 장치용
투표 시스템 솔루션으로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본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Democracy Suite 투표 장치를 사용합니다. 투표소 한 곳마다 기표 장치가 10 대씩
할당되며, 이 장치는 유권자 전용으로 사용됩니다.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유권자 경험을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 회사의
온디맨드 투표지(Ballot On-Demand) 기술을 활용하여 실물(종이) 투표지를 선호하는
유권자에게는 투표지를 제공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또한 당국에서는 투표 현장에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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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투표지를 투입하는 대로 곧장 이를 스캔하는 기술을 추가할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신기술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유권자 경험 개선 외에 투표소 방식으로의 이전과 함께 몇
가지 새롭고 발전된 기술을 공개하여 비용 효율성을 개선하고 선거일 당일 밤에 결과를
집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온디맨드 투표지
Riverside 카운티에서는 이전까지 기존 투표 방식을 따라 주소지에 가까운 투표
장소에서 투표하도록 배정된 모든 유권자에 대한 투표지 인벤토리를 종이 서류 형태로
작성해 이를 활용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각각의 장소마다 서로 다른 투표지 유형에
따라 투표 관할권 수가 정해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Riverside 카운티에는 대규모 선거의
경우 대개 투표지 종류가 300 종이 넘습니다. 유권자 선택권 법 방식의 경우 유권자에게
아무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종이 서류로 투표지 인벤토리
시스템을 유지하면 극히 비효율적이며 주민이 납부한 귀한 세금을 낭비하게 됩니다.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지난 2020 년 11 월과 2021 년 9 월 선거 때 자체적인
AVU(Accessible Voting Unit) 인벤토리를 활용하여 현장 투표 중에도 올바른 투표지를
이용하도록 안내, 무사히 선거를 치러낸 전력이 있습니다. 유권자 대부분은 이 기표
장치를 선호하지만, 소수의 유권자는 여전히 "종이 투표지"를 고수했습니다.
본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오는 2022 년 6 월 주지사 예비 선거부터 각 투표소에서
특수 인쇄 기술을 제공하여 선거 관리 위원이 각 유권자가 원하는 투표지 유형을
인쇄하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온디맨드 투표지" 시스템을 이용하면
유권자 등록 사무소 측에서 불필요하게 규모만 큰 종이 투표지 인벤토리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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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 스캐너
Riverside 카운티에서는 종전 투표 방식의 경우 작성을 마친 종이 투표지를 파란색
투표지 수거함에 넣고 현장 투표 장소를 떠나는 방식으로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
다음 투표 시간이 끝나면 파란색 투표지 수거함에서 투표지를 모두 안전하게 꺼내
유권자 등록 사무소로 안전하게 운송하여 계수에 착수했습니다.
본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투표소마다 관할권 스캐너(Precinct Scanner)를 추가
비치하여 유권자가 투표지 수거함에 투표지를 넣는 대로 각 투표지에 투표한 득표수를
모두 기록할 예정입니다. 결과는 모두 장치의 메모리 카드에 저장하며, 투표가 끝나면
이를 유권자 등록 사무소로 안전하게 운송합니다. 이 시스템이 있고, 여기에 메모리
카드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 종이 투표지도 준비되어 있으므로
선거 결과를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시간에 맞춰 처리하도록 보장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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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유권자 등록 사무소는 카운티 정보 기술(IT)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투표지 무결성,
투표 장비, 유권자 등록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권자 자격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보안 수단을 모색하였습니다. 위협은 계속해서 모습을 바꾸고 인시던트마다
고유한 특징이 있지만, Riverside 카운티는 위협과 인시던트에 대비하기 위해 모범
사례를 구현하는 데 변함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사무소는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적극적으로 새로운 절차를 시행하는 동시에 임시직,
정규직 구분없이 전 직원에게 잠재적인 위협에 대비해 경계를 늦추지 않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고에 물리적 통제 방안과 사이버 보안 통제에 관한 철저한 교육과
실천을 동반하여 뒷받침하기도 합니다. 또한 카운티 정부에서는 네트워크 곳곳에 보안
수단을 내재하여 시스템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처하고 있습니다.

업무 중단 방지를 위한 보안 계획과 긴급 사태 대책
선거법 §4005(a)(10)(I)(vi)(VIII)(ia)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다면적인 방식으로 선거 업무에 차질을 빚는 혼란스러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파트너십, 내부 통제와 절차 등 여러 측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정부, 연방정부, 지자체 파트너십
당국은 Riverside 카운티 최고 정보 보안(Chief Information Security) 담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국토 안보부, 연방수사국(FBI) 및 선거지원국(EAC)과도 직접적으로
교류합니다.
선거를 전후하여 선거 주기를 중심으로 협업 업무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며, 보안
인식과 소통 강화, 정기적인 현황 교환과 가상 회의 등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부 통제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오프라인 위치는 물론 직원이 사용하는 장치 전체를 통틀어
사실상 총체적으로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강력한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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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주기 중에는 유권자 등록 사무소 건물 본관 출입이 엄격히 제안되며, 이는 일반인은
물론 임시직 직원까지 광범위한 대상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이 기간에는 민간
보안업체에 의뢰하여 본관 건물을 24 시간 감시합니다.
모바일 장치 관리를 통해 스마트폰, 태블릿 및 여타 장치에 보안을 확보하고 규정을
적용하는 등 당국에서 완전히 주도권을 갖고 통제합니다. 이렇게 해야 원격으로 장치를
지우고, 비밀번호를 적용하며 애플리케이션 허용 목록과 블랙리스트를 활성화하고,
데이터 암호화를 활용하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관리, 비밀번호 변경을 필수
사항으로 적용하는 등 다양하게 조처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책임자에게는 모두 스마트폰을 지급하여 비상 상태 발생 시 이를 알립니다. 또한
이러한 인물은 선거 아카데미 교육 기간 중 전자장치와 관련된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투표소마다 무중단 전원 공급 장치(Uninterrupted Power Supply,
UPS)가 다섯 대씩 비치되어 정전되더라도 기표 장치는 변함없이 작동하도록
대비합니다.

절차, 방식과 표준
선거 업무에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전반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관리 연속성(chain of
custody)을 행정 관리 방식으로 이용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투표 시스템 장비가
제자리에 비치되었는지 물리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마련한 수단입니다.
투표 시스템 구성품은 출입증이 있어야 출입 가능하며 보안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실내
공간에 고정해 둡니다. 선거에 사용하기 위해 현장 외부에 배포하는 투표 장비는 모두
번호를 매겨 밀봉하고, 유권자 등록 사무실에 반환될 때까지 이동 현황을 추적
관리합니다.
투표 장비를 현장에 배송하는 타사 기업에서는 관리 연속성 관련 문서와 배송 수령증에
서명해야 하며, 선거 담당 직원이 현장 투표 장소에서 투표 장비 씰(seal) 일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이 담당자가 일과를 진행하는 내내 정기적으로 보안 씰을 점검하며
씰이 망가졌거나 의심스러운 행위가 발생하면 보고합니다.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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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장비가 반납되면 대표자가 수령 사실에 서명하여 결재하고, 인벤토리를 작성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업무 중단 발생 시 선거를 계속 진행하기 위한 보안 및 긴급 사태 대책
선거법 §4005(a)(10)(I)(vi)(VIII)(ib)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현장 투표 중에 업무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상사에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단, 실제로 보안 인시던트나 업무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섹션에는 업무 중단이
발생한 경우 선거 운영 업무를 계속하기 위해 거친 단계를 간략하게 기재하였습니다.

투표 기간 중 투표소 대응
투표 기간에는 Riverside 카운티 전역의 현장 곳곳에 전략적으로 선거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각종 사건사고에 대응할 만반의 대비를 갖춥니다. 이러한 위성 사무소에는
교체용 기표 장치, 주요 서류와 소모품을 구비하며 담당 인력은 기술적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받습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대응팀에서 삼십 분 내에
대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투표소 책임자에게는 유권자 등록 사무소 및 카운티 IT
담당자 비상 연락처도 제공하며, 전담 헬프데스크도 있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거나 현장에 지원팀을 파견하는 등 지원을 제공합니다.
기표 장치는 모두 각각 개별적으로 작동하며 인터넷에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전되는
경우, 투표 장치 2 대마다 UPS 를 한 대씩 구비하여 투표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투표소에서 당국 선거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 와이파이
연결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유권자 기록을 업데이트합니다. 다만 유권자 등록 사무소는
유권자에게 종이 명부에도 서명하도록 안내하며, 업무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정확하게
유권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잠정 투표(Provisional Ballot)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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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영향
Riverside 카운티는 지난 2019 년 투표 장비를 교체했고,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 지난
2 차례의 선거를 진행하면서 "VCA 유사" 방식을 이용했기 때문에 유권자 선택권 법
방식으로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르는 데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기존의
투표소(Polling Place) 방식과 비교하여 알아볼 데이터가 다소 축적되어 있습니다.
2016 년
11 월
총선거
인건비
인쇄
우송료
장비
총계
등재된 유권자 수
투표자 수
투표율

2018 년 6 월
예비 선거

2018 년
11 월
총선거

$3,019,209
$1,636,387
$354,475
해당 없음
$5,010,071

$2,522,527
$1,764,759
$346,783
해당 없음
$4,634,069

$2,987,737
$1,787,320
$358,043
해당 없음
$5,133,100

1,022,375
769,193
75.24%

983,917
346,472
35.21%

1,040,218
650,545
62.54%

2020 년
3월
예비 선거

2020 년
11 월
총선거

$3,490,851 $4,338,809
$1,577,173 $2,451,638
$631,528
$685,985
$430,497
해당 없음
$5,699,552 $7,906,929
1,115,675
482,272
43.23%

1,243,154
1,016,896
81.80%

2021 년
9 월 소환
선거
$4,501,483
$2,171,384
$777,980
$337,351
$7,799,198
1,293,611
720,600
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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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교육 및 아웃리치 계획 개요
캘리포니아 유권자 선택권 법 즉 VCA 에 따라 우리 카운티에서는 유권자 교육과
아웃리치 계획을 수립하여 투명성을 보장하고 새로운 투표 방식의 모든 측면에 대하여
유권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는 투표소 및 투표지 수거함 위치에서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 및 정보를 포함하며, 장애인 유권자 및 언어 소수자 유권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도 포함합니다.
광범위한 커뮤니티 단체는 물론, 장애인 유권자 및 언어 소수자 커뮤니티를 대신하여
이들을 지지하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물과 함께 공개 모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공개 자문 모임, 공청회를 열고 교육
워크숍을 주최하여 모든 주민이 Riverside 카운티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투표를
실시할지 확실히 이해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커뮤니티 이벤트에 참여하고, 유권자가 정보를
접하는 여러 방식을 활용하여 유권자와 소통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 계획에서는 주로 당국에서 조율, 참석할 아웃리치 이벤트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우리
커뮤니티의 존재감을 강화할 새로운 메시징 전략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각종 자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당할지 자세히 소개합니다.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이번 유권자 선택권 법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커뮤니티 단체,
당국과 관심사를 공유하는 이해 관계자 및 유권자 개개인 등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기존의 커뮤니티 파트너와도 관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목표 요약
•

Riverside 카운티 유권자 등록 사무소 웹사이트 최신 버전

•

선임 공공 정보 전문가 채용

•

공청회를 통한 유권자 선택권 법 제대로 알기

•

투표소 가상 워크숍으로 가는 길

•

커뮤니티 참여 이벤트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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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과대학 및 대학교와의 파트너십

•

고등학교와의 파트너십

•

다수 유권자와의 직접적인 교류

•

스태프가 직접 제작한 유권자 교육 영상

•

적극적인 소셜 미디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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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유권자 선택권 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날짜

시간

위치

상세 정보

2022 년 3 월 9 일

오후 6 시

Zoom

장애인 편의 요구 사항 공개 자문 회의

2022 년 3 월 16 일

오후 6 시

Zoom

언어 요구 사항 공개 자문 회의

2022 년 4 월 6 일

오후 6 시

Zoom

선거 관리 계획 초안 공청회

2022 년 5 월 19 일

오후 6 시

Zoom

일반 유권자 교육 워크숍

2022 년 5 월 23 일

오후 6 시

Zoom

장애인 유권자 교육 워크숍

2022 년 5 월 24 일

오후 6 시

Zoom

스페인어 유권자 교육 워크숍

2022 년 5 월 25 일

오후 6 시

Zoom

타갈로그어 유권자 교육 워크숍

2022 년 5 월 26 일

오후 6 시

Zoom

표준 중국어 유권자 교육 워크숍

2022 년 5 월 31 일

오후 6 시

Zoom

광둥어 유권자 교육 워크숍

2022 년 6 월 1 일

오후 6 시

Zoom

베트남어 유권자 교육 워크숍

2022 년 6 월 2 일

오후 6 시

Zoom

한국어 유권자 교육 워크숍

2022 년 메시징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커뮤니티 피드백과 의견을 바탕으로 2022 년 6 월 7 일 주지사
예비 선거 대비 메시징 요점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였으며, 이 내용이 아웃리치 및 교육
자료의 골자를 이루게 됩니다.
•

모든 유권자에게 우편 투표 투표지 발송

Riverside 카운티 유권자 등록 사무소

•

Riverside 카운티 유권자는 어느 투표소에서든 현장 투표 가능

•

유권자가 간편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

유권자 등록 상태가 "투표 준비 완료"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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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파트너
커뮤니티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순조롭게 유지하려면 카운티 전역의 커뮤니티 기반
단체, 기구와 기존에 정립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카운티
전역의 다양한 단체에 소속된 전담 업무 담당자와 반드시 직접 만나 소통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변호 단체, 민간 단체, 상공회의소, 청년 단체, 교회, 정치적
단체 및 여타 인물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투표 접근성 자문 위원회(VAAC)
투표 접근성 자문 위원회(Voting Accessibility Advisory Committee, VAAC)는 지난
2015 년에 창설한 조직으로,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 등을 위시한 커뮤니티 주민이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 조언하고 도움을 제공, 우려 사항을 제기하고 권장 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포럼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 모든 현장 투표 장소를 모든 유권자가
평등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기회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구성원은
장애인 편의 요구 사항 관련 상황에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절차를 추가 또는
변경해야 할 가능성에 대해 제안을 하거나 장애인 편의 기준에 부합하였는지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며, 장애인 편의 요구 사항이 있는 유권자와 연락을 취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모임은 분기마다 개최하며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언어 접근성 자문 위원회(LAAC)
언어 접근성 자문 위원회(Language Accessibility Advisory Committee, LAAC)는 원래
지난 2013 년 유권자 등록 사무소의 커뮤니티 아웃리치 그룹(Community Outreach
Group)이 전신인 조직으로, 지난 2018 년 초 지금의 형태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시민
단체는 원래 투표소에서 스페인어 접근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를
담당했으나, 점차 선거 운영 업무의 모든 측면에서 언어 편의를 제공하는 형태로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시민만이 아니라 Riverside 카운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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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중국어(표준 중국어 및 광둥어), 타갈로그어와 베트남어 사용 주민의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책무도 맡게 되었습니다. LAAC 의 사명은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하여
다양한 활동, 제도와 규정을 통해 투표지 및 주요 투표 정보에 평등한 접근권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은 분기마다 개최하며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교육 워크숍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교육 워크숍을 주최하여 Riverside
카운티의 연방법 및 주정부 법률상 모든 필수 언어로 투표소 및 투표지 수거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2 년 현재 필수 언어에는 스페인어, 베트남어,
중국어(표준 중국어 및 광둥어), 한국어와 타갈로그어가 포함됩니다. 추가로, 유권자
등록 사무소는 장애인 커뮤니티 대상 언어 커뮤니티별 교육 워크숍을 열어야 합니다.
워크숍마다 새로운 투표 방식, 언어 지원 서비스, 투표지 수거 선택지는 물론 선거 자료
번역본 요청 방법, 투표 기계 개요, 음성 투표와 같은 항목에 대한 방법(how-to) 관련
정보를 다루게 됩니다. 워크숍 정보는 모임 날짜를 기준으로 적어도 10 일 이상 여유를
두고 발표하며 지역별 언어 파트너, 장애인 지원 파트너와 공유하여 시민 참여를
독려합니다. 유권자는 웹 사이트에 워크숍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언어 커뮤니티 파악 방법
가장 먼저 활용할 도구는 카운티의 언어 지원(Language Assistance) 프로세스입니다.
이를 통해 영어 외의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유권자 수가 특정 한도를 초과하며, 따라서
번역된 투표지가 필요한 투표 관할권이 어디인지 파악합니다. 또한 유권자가 유권자
등록 사무소 측에 자신의 선호 언어를 밝히거나 유권자 등록 양식을 통해 언어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하고 미국 인구 조사국(Census Bureau)의
도움을 받아 영어 능숙도가 낮고 언어 지원이 필요한 커뮤니티를 밝힙니다.
또한 커뮤니티 파트너가 적극적으로 유권자 등록 사무소 측에 Riverside 카운티 내에서
넓은 범위의 언어 커뮤니티가 포진한 곳이 어디인지 의견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유권자
등록 사무소는 커뮤니티 파트너와 협업하여 이 투표 커뮤니티에 기여하기에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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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인 워크숍 횟수, 워크숍 일자, 선호하는 미팅 및 위치 형태, 배표 자료를
결정합니다. 워크숍은 적어도 10 일 전에 발표합니다.

장애인 원격 우편 투표 아웃리치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장애인 원격 우편 투표(RAVBM) 이용 가능성 및 기능에 관해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대상 유권자를 기준으로 다양한 전략을
고안하고자 하며, 유권자와 접할 방법 또한 모범 사례를 고심 중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18년에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유관 부서의 전반적인 미디어 전략에 포함하여
2022년 6월 7일 주지사 예비 선거 시점까지 유권자에게 정보를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고등학교
유권자 등록 사무소는 Riverside 카운티 도내 고등학교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민간,
정부 기관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평생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를 육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9 월과 4 월에 주정부 주무장관실
주재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유권자 교육 주간(High School Voter Education Weeks)
프로그램에 유권자 등록 카드를 비롯한 여타 지원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선거일 당일,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여론 조사 인력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단과대학 및 대학교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등록, 아웃리치, 투표 및 교육 리소스(Registration,
Outreach, Voting and Educational Resource) 즉 ROVER 라고 하는 모바일 커뮤니티 참여
유닛을 운영하고 있으며 디자인을 업데이트하여 학생, 교수진과 직원의 이목을 끄는
역할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 차 담화를 실시하여 단과대학 및 대학교를 대상으로 총체적인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고, 캠퍼스 내에 투표소나 투표지 수거함을 설치할 가능성을 타진 중입니다.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이미 최근 몇 년간 캘리포니아 대학교 Riverside 캠퍼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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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노 밸리 칼리지를 현장 투표소 및 투표지 수거함 장소로 활용한 전례가 있으며, 이들
학교를 앞으로도 계속 투표소 및/또는 투표지 수거함 위치로 정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이를 계기로 다른 단과대학
파트너와도 연이 닿기를 바랍니다.

비즈니스 파트너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비즈니스 협회 및 상공회의소와 협력 관계를 맺고 연설회,
유권자 등록 교육 및 회의 중 정보 제공 표 작성(tabling)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투표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Welcome to Vote
Centers)"라는 Zoom 프레젠테이션 시리즈를 계획 중입니다.

연설회 및 커뮤니티 이벤트
가상 연설회
Riverside 카운티 유권자 등록 사무소 커뮤니티 아웃리치 프로그램 중에서도 연설회는
Riverside 카운티 전역에서 성장 배경이 서로 다른 유권자와 접하기 위한 노력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하고 넓은 영역을 아우르며, 다음과
같은 목표를 이루고자 합니다.
•

Riverside 의 현장 투표에서 투표소에 이르는 발전 과정을 비롯한 선거 절차에
관하여 유권자 교육

•

특수 프로그램, 온라인 기능 및 유권자 등록에 관한 정보 제공

•

네트워킹 및 협업 기회 모색

커뮤니티와 크고 작은 규모로 소통하는 것이 중점 분야입니다. 가상 연설회에는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과 이벤트에 참석하여 편파성 없고 중립적이며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등의 노력을 포함합니다.
Riverside 카운티 내에 여러 집단이 존재하는 관계로,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가상
연설회를 통해 서비스를 널리 알리고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다양한 커뮤니티와 상호작용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표적 집단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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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 그룹

•

로터리 클럽

•

사친회(Parent Teacher Associations, PTA)

•

문화 동아리

•

서비스 단체

•

종교 단체

•

교회

•

대학교/단과대학

•

커뮤니티 칼리지

•

학생 단체

•

비영리 단체

•

고령자 주민 센터

•

시민권 취득 수업

•

전문가 협회

•

공익 서비스 기관

•

인력 개발 대행업체

•

청년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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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세션
유권자 중에 기표 장치에 겁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 등록 사무소
팀에서는 2022 년 연애 Riverside 카운티 전역에서 "실습 세션(Practice Makes
Perfect)"이라는 기표 장치 데모를 통해 유권자가 기표 장치를 사용하는 데
익숙해지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후보자가 많은 경우 청각 및 촉각
인터페이스(Audio Tactile Interface)를 사용하여 화면을 탐색하는 법, 새로 생긴 관할권
스캐너(Precinct Scanner) 사용법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커뮤니티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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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커뮤니티 내에서 높은 수준의 인지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중소 규모와 대규모 이벤트를 가리지 않고 골고루 커뮤니티 아웃리치 이벤트에
참석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유권자 등록 사무소는 이러한 이벤트에 참석하여
투표소 방식으로의 전환, 투표 선택지 및 여타 선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스태프가 대중과 교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궁금한 점에 답하고,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기표 장치 시연을 진행하거나 유권자 등록 양식 작성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에 참석하면 유권자 등록 사무소 측에서 카운티 전역의 주민 수천 명과
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 및 정부 기관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정부 기관 및 선출직 공직자와 기존의 협력 관계를 활동하여
투표소로의 전환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시 정부 직원 전원에게 연락을 취하여 새로운 투표 방식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커뮤니티 참여
일반 미디어 계획
선거법 §4005(a)(10)(I)(i)(I)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Riverside 카운티 유권자에게 지난 두 차례 선거를 치르면서
투표권을 행사해 본 방식이 이제부터 영구적으로 확립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하여, 최대한 많은 수의 유권자와 접할 계획입니다. 소셜 미디어, 다이렉트 메일,
방송, 라디오, 스태프가 제작한 정보 제공 영상 및 보도 자료를 적절히 배합하여
활용하고 언론 보도 내용을 작성하는 능력을 활용하는 등 사용 가능한 모든 미디어
플랫폼을 총동원하여 정보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권자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미디어 파트너
선거법 §4005(a)(10)(I)(i)(II), §4005(a)(10)(I)i)(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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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기존 미디어 파트너를 대상으로 보도 자료, 인포그래픽, 영상
콘텐츠 및 소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여 대량 배포 및 발행하고자 하며 믿을 수 있는
미디어 출처를 찾아 Riverside 카운티 유권자에게 유권자로서의 경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주된 내용을 알리는 커뮤니티 메시지 전달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장애인 편의 선택지, 장애인 투표지 요청 방법, 투표소 및 투표지 수거함 위치
관련 정보, 선거 관련 주요 날짜와 여타 각 선거별 뉴스 등을 포함합니다.
이외에 Rebecca Spencer 유권자 등록 사무소장과 Art Tinoco 유권자 등록 사무소
부소장이 지방 미디어에 자주 출연하여 선거 전문가로서 발언하고,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유권자에게 전후 맥락을 알리는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다국어 미디어 파트너
선거법 §4005(a)(10)(I)(i)(I)
Riverside 카운티 산하 커뮤니티는 꾸준히 다양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실은 카운티
내에서 소비되는 다국어 미디어 콘텐츠 양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규모가 큰 다국어 커뮤니티와의 연락 담당자 역할을 할 전담 스태프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외 다른 언어 커뮤니티에서도 해당 요구 사항에 부합하도록 임시직
스태프를 기용합니다. 유권자 등록 사무소는 지역 내 모든 다국어 미디어 파트너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 중입니다. 2022 년 선거 관련 정보, 당국의
수신자 부담 지원 핫라인과 투표소에서 제공하는 언어 지원 서비스의 다양해진
선택지에 관한 정보를 이러한 다국어 미디어 파트너와 공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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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와 직접 연락
선거법 §4005(a)(10)(I)(i)(X)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4 월 말 카운티 유권자 정보 가이드(Voter Information
Guide)와 5 월 중 우편 투표 패키지(Vote-by-Mail ballot package)를 발송하며, 이외에
다이렉트 메일 내용도 두 건 발송하여 등재된 유권자 전원에게 다가오는 선거에 관해
알릴 계획입니다. COVID-19 글로벌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유권자가 친숙해진 투표
방식이 앞으로 Riverside 카운티에서 이용할 투표 방식이 되었다는 점을 몇 차례 언급할
예정입니다. 우편물 봉투는 투표소와 우편 투표 방식의 편리함에 주안점을 둔 메시징을
이용하여 유권자의 이목을 끌 수 있도록 디자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편물 봉투에
우편으로 선거별 물품을 받아볼 예상 시점을 비롯해 유권자에게 도움이 되는 여타
유용한 팁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료 요청용 요금 별납 엽서
선거법 §4005(a)(8)(B)(iii)
Riverside 카운티에 등재된 모든 유권자에게는 유권자 정보 가이드에 요금 별납 엽서를
함께 발송하여 다른 언어로 작성한 선거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엽서를
작성하여 반송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도 가이드에 포함할 예정이며, 유권자 등록 사무소
웹사이트에도 같은 내용을 게재할 계획입니다.
공익 광고(PSA)
선거법 §4005(a)(10)(I)(i)(VIII), §4005(a)(10)(I)(i)(IX)
옥외 광고판, 버스 정류장 광고 및 텔레비전 상용 채널 등 저렴한 비용(또는 무료)으로
정부 기관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의향이 있는 기존 매스 미디어를 활용할 기회가
많습니다.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유료 광고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영어권 유권자와 비영어권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PSA 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PSA 는 유권자에게 다가오는 선거를 알리고, 무료인 유권자 상담 전화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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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스태프가 제작한 영상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구축해
나가 유권자에게 우편 투표지 봉투에 표시하여 반송하는 방법, 기표 장치 사용법 및 여타
튜토리얼을 통해 유권자를 교육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소셜 미디어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사용해 다른 창구로는 투표권 행사를
친숙하게 접한 적 없는 새로운 유권자를 유치하고, 기존 유권자에게는 투표소로의
변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중요한 기한, 이벤트, 투표 관련 유용한 팁과 현장 투표를
원하는 경우 가장 가까운 투표소 위치를 찾는 방법 등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소셜
미디어의 한 가지 장점은 유권자 등록 사무소 스태프가 이를 잘 활용하면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 거치는 단계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스태프가 기울이는 노력 등을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권자 등록 사무소의 메인 소셜 미디어는
Facebook 입니다(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66598594713).

부서별 공공 정보 전문가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단기간 내에 Riverside 카운티 유권자와 접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유관 부서에서는 선임 공공 정보 전문가를 채용하여
언론 및 커뮤니티 파트너와 노련하게 협력해 유권자 선택권 법으로의 전환에 관해
정보를 널리 퍼뜨리는 역할을 맡길 계획입니다. 해당 전문가는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일인지 설명하는 면에서 대중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아웃리치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업무도 지원하게 됩니다.

웹사이트
선거법 §4005(a)(10)(I)(i)(IV)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앞으로 1, 2 년 안에 웹사이트를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다만 유권자 선택권 법과 2022 년 6 월 7 일 주지사 예비 선거 시행까지는
여유 기간이 짧기 때문에, Riverside 카운티의 새로운 투표 방식에 관한 정보 제공
페이지를 현행 웹사이트인 www.voteinfo.net 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 페이지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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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리 계획서 최종 버전, 장애인용 우편 투표용지 요청 방법, 투표소 및 투표지
수거함 위치 목록을 비롯한 여타 유권자 선택권 법 관련 정보를 게재하게 됩니다.

유권자 아웃리치 예상 예산
다음 표에 2020 년과 2021 년 선거 당시 광고 및 유권자 아웃리치 예산, 2022 년 6 월
선거 예산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표시하였습니다.
선거
2020 년 3 월
투표소(Vote Center)
2020 년 11 월
투표소(Vote Center)
2021 년 9 월
투표소(Vote Center)
2022 년 6 월
투표소(Vote Center)

엽서

아웃리치 이벤트 및
교육 자료

$31,044

해당 없음

추적하지 않음

$184,437

해당 없음

추적하지 않음

$29,174.80

해당 없음

추적하지 않음

$500,000

$1,300,000

$250,000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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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 활동 및 지원
로직 및 정확도 테스트
2022 년 6 월 선거에 사용할 모든 장치는 2022 년 4 월, 국무부에서 인증한 후보자 명단을
접수한 뒤에 구성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주정부 법에 따라 테스트를 실시하여 각각의
장치가 정확하게 프로그래밍되어 유권자 선택 내용을 올바로 포착하고 올바로
제표하는지 확인합니다. 시스템 로직 및 정확도 테스트는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
투표지 계수에 사용하는 모든 투표지 제표기와 투표소에서 사용하도록 내보내는 관할권
스캐너, 투표지 프린터와 기표 장치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이 테스트 절차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여 진행합니다. 선거일보다 약 3 주 전에, 장비를
사용 시기에 대비하여 적절히 테스트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공개 시연을 할
예정입니다.

선거 자료 및 리소스
카운티 유권자 정보 가이드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매번 종합적인 카운티 유권자 정보 가이드를
제작합니다. 이 가이드를(영어, 스페인어 버전 포함) 보통 선거일보다 약 40 일 전에
모든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이 가이드의 주된 기능은 다가오는 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지 유형에 맞는 샘플 투표지를 동봉하여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가이드에는 우편 투표 절차에 관한 상세한 정보, 투표소 및 투표지 수거함 위치 전체
목록, 후보자 성명서, 계측 자료와 교체용 VBM 투표지 패킷을 요청하는 선택지 등의
정보도 포함합니다. 가이드는 큰 글자 인쇄, 온라인 파일 형식 둘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뒤표지에 요금 별납 용지도 있어 유권자가 연락처 정보를
업데이트하고자 하거나 선호 언어를 업데이트하려는 경우 이를 이용하면 됩니다.
장애인용 카운티 유권자 정보 가이드는 선거일 29 일 전부터 유권자 등록 사무소
웹사이트(www.voteinfo.net)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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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에서 발행하는 유권자 정보 가이드는 주무장관실에서 별도로 발송합니다. 해당
가이드에는 주정부 전체의 후보자 및 제안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며 온라인 버전은
주무장관실 선거 페이지(www.sos.ca.gov/elections)에서 액세스하면 됩니다.
우편 투표지 패킷
Riverside 카운티에 등재된 유권자는 누구나 우편으로 우편 투표 패킷을 받게 됩니다.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 이 패킷을 선거일보다 29 일 전부터 발송하기 시작합니다. 이
패킷에는 유권자의 공식 투표지, 요금 별납 반송용 봉투, 정보 제공용 삽입 자료와 투표
지침 시트가 들어 있으며 이 시트에 "투표했어요(I Voted)" 스티커(떼어내서 쓰면 됨)도
들어 있습니다. 공식 투표지와 같은 선거 자료는 우체국 택배(US Postal Service)에서
전달해주지 않고, 대신 유권자 등록 사무소로 반송하여 수취인 불명으로 처리합니다.
유권자 엽서
등재된 유권자는 누구나 유권자에게 다가오는 선거와 문의처 정보를 알리는 엽서 두
장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엽서는 카운티 유권자 정보 가이드보다 먼저 발송되며, 두
번째 엽서는 11 일 투표소 개장을 앞두고 발송합니다.
유권자 등록 사무소 웹사이트
선거일 당일보다 29 일 전부터 유권자 등록 사무소 웹사이트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

유권자 검색 도구(Voter Look-Up Tool), Riverside 유권자에게 다음과 같은 기능
제공:
o 자기 유권자 등록 정보 확인
o 투표지가 Riverside 카운티에 접수되었는지 확인
o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투표소 찾기
o 카운티 유권자 정보 가이드 및 장애인용 투표지에 액세스

•

투표소 및 투표지 수거함 위치를 게재한 대화형 웹 지도(운영 시간, 특수 지침 및
길 안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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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결과

•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 선택지에 관한 정보, 예를 들어 투표소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관한 정보, 드라이브스루 투표, 장애인 원격 우편 투표 및 장애인용
형식으로 작성한 자료 등

전화/릴레이 선택지
투표소 및 투표지 수거함 위치 등 선거 관련 정보를 알아보고자 하는 유권자는
(951) 486-7200 번으로 문의하거나 711 로 전화하여 캘리포니아 릴레이
서비스(California Relay Service)를 이용하면 됩니다. 유권자를 위해 다양한 언어로 번역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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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 활동
조사 - 우편 투표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선거일 20 일 전부터 반송된 우편 투표지 처리를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우편 투표지 봉투에서 공식 투표지를 추출하여 검토하는 업무를 포함합니다.
선거일 전 월요일 오후까지 반송된 투표지는 오후 8 시 직후 공개되는 1 차 선거일 밤
결과에 포함됩니다.
반송된 우편 투표지 봉투는 모두 우편물 분류기를 통해 처리하는데, 이 기계는 투표
관할권별로 투표지를 분류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유권자의 서명이 기재된 봉투의
사진을 촬영하여 그 이미지를 유관 부서 선거 관리 시스템에 업로드합니다. 그런 다음
스태프가 스캔된 서명 이미지를 유권자의 등록 명부나 여타 증빙 문서에 기록된 서명과
비교합니다. 유권자가 반송 봉투에 서명하는 것을 깜빡 잊었거나 서명이 유권자 파일에
기재된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유권자에게 서신과 양식을 발송하여 불일치
문제를 시정할 기회를 줍니다. 판별할 수 없는 서명은 여러 단계로 구성된 에스컬레이션
검토를 거쳐,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면 투표지 봉투를 추출실로 가져갑니다. 이곳에서
스태프가 기계의 힘을 빌려 신원 확인 봉투에서 투표지를 꺼냅니다. 이렇게 해야
유권자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 모든 투표지의 기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추출을
마친 투표지는 처리실로 이동하고, 담당 팀이 투표지가 훼손된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
도표 작성을 준비합니다. 제표기에 들어갈 수 없는 훼손된 투표지는 2 인 1 조로 구성된
팀에서 복제본을 만듭니다. 이것을 원본 투표지와 함께 품질 관리 장부에 기록합니다.
처리를 마친 투표지 카드는 제표기에 넣어 처리합니다. 투표지를 스캔한 이미지는 판정
절차로 이동합니다. 2 인 1 조로 구성된 담당 팀이 투표지 이미지를 분석하여 애매모호한
표시, 타원을 제대로 채우지 않은 경우, 실수 및 단기명 투표(후보가 아닌 사람에게
투표) 등을 검토하여 유권자 의도를 파악합니다. 판정 팀에서 내린 모든 결정은
시스템에 기록한 다음 감독자(Supervisor)가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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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표를 거치면 종이 투표지를 관할권별 수거함에 담아 보안 보관실로 이동합니다.
이곳에는 24 시간 보안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러한 투표지는 인증 절차를
거치는 동안 언제든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물이 많아 넘치는 수거함은 투표지
보관실 인근의 현장 창고에 보관합니다. 이 구역에는 보안 케이지를 설치해 두었으며
영상 보안 감시 장비로도 모니터링합니다.

조사 - 투표소
매일 저녁, 각 투표소 공동 책임자가 우편 투표지 봉투, 기표를 마친 투표지 전체,
그리고 노트북 컴퓨터와 라우터 일체를 반납합니다. 기표를 마친 투표지와 함께 관리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투표지 명세서(Ballot Statement), 각종 조건부 유권자
등록(Conditional Voter Registration) 투표지 및 망가진 투표지, 기권한 우편 투표지와
봉투, 그리고 작성을 마친 유권자 등록 양식 등을 모두 담아 놓은 비닐봉지 등을
동봉합니다. 어떤 유권자 개인 정보나 기표 장치에 쓰이는 활성화 카드도 투표소에 밤새
보관하지 않습니다.
선거일 당일 밤에는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 투표소에서 입수된 현장 투표지 전체를
처리합니다. 여기에는 낮 동안 유권자 등록 사무소 팀원들이 몇몇 대규모 현장에서
수거한 투표지도 포함합니다.
투표소 또는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 접수된 조건부 유권자 등록 및 잠정
투표지(provisional ballot)는 일차적으로 유권자 자격 조건을 확인하여 처리를
시작합니다. 자격 조건이 확인되면 해당 유권자의 등록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투표지는
여느 투표지와 마찬가지로 추출, 처리하고 제표합니다. 이러한 투표지는 최종 공식
결과에 포함됩니다.

1% 수동 집계
투표지 스캐너의 올바른 도표 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
Riverside 카운티의 모든 투표 관할권의 1%는 수동으로 집계합니다. 여기에는 각종 우편
투표 및 투표소를 모두 포함합니다. 선거일 다음 날인 목요일 아침, 주사위를 굴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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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을 무작위로 선택합니다. 이후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 관할권을 몇 고 더
선정하여 모든 경합이 적어도 한 번은 감사를 거치도록 보장합니다. 무작위 선정
과정에는 일반 대중이 참여하여 과정을 지켜보도록 독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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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투표소 배치
모든 투표소는 배치 방식이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각종 PPE 물품을 구비한 위생 처리
스테이션(Sanitization Station), 유권자가 현장 투표를 요청할 체크인 스테이션 여러 곳,
장애인용 투표 장치 10 대를 비치하여 유권자가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작성을
마친 투표지를 투입할 스캐너도 한 대 있습니다.
다음은 2021 년 9 월 소환 선거에 이용한 Riverside 소재 Ysmael Villegas 커뮤니티 센터
다이어그램입니다. 이 다이어그램에 전형적인 투표소 모습이 매우 비슷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편 투표 포스터
캘리포니아주 선거법에 따르면 카운티 공식 투표지 수거함 위치마다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지침을 기재해야 합니다. Riverside 카운티는 도내 수거함마다 모두 아래와
같은 포스터를 부착하여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고, 오히려 기준보다 넘칠 정도로 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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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킵니다. 포스터에는 Riverside 카운티의 각종 필수 언어(영어, 스페인어,
중국어(표준), 한국어, 타갈로그어와 베트남어 등)로 작성한 지침을 기재합니다.
이러한 포스터를 시 정부 직원 사무실에 비치된 수거함, 유권자 등록 사무소 스태프가
근무하는 유인 수거함, 선거 기간 내내 24 시간 개방하는 유권자 등록 사무소 외부에
비치한 영구 투표지 수거함 등에 동봉하여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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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및 완화를 위한 모듈 학습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당국 자체적으로 스태프가 제작한 새 교육 모듈을 활용하여
신입 직원에게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모든 투표 현장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완화 방안을 제공할 방안으로 전보다 규격화된 접근방식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모듈의 스크린샷을 몇 개 예로 들어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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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접근성 자문 위원회 모임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 오랫동안 운영해 온 투표 접근성 자문 위원회의 최근 안건 및
초대장을 첨부하였습니다. 이 모임은 분기마다 개최하며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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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접근성 자문 위원회 모임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 오랫동안 운영해 온 언어 접근성 자문 위원회의 최근 안건 및
초대장을 첨부하였습니다. 이 모임은 분기마다 개최하며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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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파트너
개인적으로나 단체/조직 차원에서 Riverside 카운티 유권자 등록 사무소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투표소 아웃리치 및 교육에 관여하고자 하는 경우, 웹사이트
www.voteinfo.net/votecenter 또는 이메일 ROVWeb@rivco.org 로 문의 바랍니다.
언어 커뮤니티 파트너
•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 진흥협회(Asian-Americans Advancing Justice, AAAJ) 로스앤젤레스

•

히스패닉 여성 네트워크(Hispanic Women Network)

•

LULAC

장애인 커뮤니티 파트너
•

시각 장애 지원 서비스

•

캘리포니아 장애인 권익회(Disability Rights California)

정치, 지지 및 전문가 단체
•

코먼코즈(Common Cause)

•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

•

여성 유권자 연맹(League of Women Voters)

•

미국 유색인 협회(National American Association of Colored People)

•

Riverside 카운티 정당 중앙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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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년 투표소 및 투표지 수거함 위치
다음 몇 페이지에는 2022 년 6 월 예비 선거에 이용할 투표소 및 투표지 수거함 위치로
제안된 장소 목록을 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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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V.E.R.
유권자 등록 사무소의 등록, 아웃리치, 투표 및 교육 리소스(Registration, Outreach,
Voting and Educational Resource) 즉 ROVER 라고 하는 모바일 커뮤니티 참여
유닛입니다. 이 차량이 유권자 교육을 위한 리소스 겸 선거일 당일에 비상사태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투표 장소 역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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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erside 카운티 매스 미디어
Riverside 카운티 시민에게 카운티가 최종적으로 유권자 선택권 법 제도로 전환하게
되었다고 알리기 위해 연락을 취하는 중대한 요소로 미디어 파트너와 협력하여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널리 알리는 업무가 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 공공
정보 담당팀에서 제공한 지역 매스 미디어 목록입니다.
영어(Riverside 카운티 동부)
Alpha Media
Associated Press
Banning Record Gazette
Desert Newsletter
Desert Review
Desert Sun
Idyllwild Town Crier
Imperial Valley Press/Adelante Valle
InlandEmpire.US
KESQ News Channel 3
KESQ-TV/CBS-Local 2/KDFX-TV/KUNA-TV
KJMB FM 100.3
KNBC News
KPCC/SoCal Public Radio/LAist
Palo Verde Valley Times/Quartzsite Times
Uken Report
Valley News/Village News/Anza Valley Outlook/Reeder Media

영어(Riverside 카운티 서부)
지면 매체
Associated Press
Black Voice News
Bugle, The - Temecula/Murrieta/Elsinore
City News Service
High County Journal
Idyllwild Town Crier
Inland Living/Riverside Magazines/Sun/Daily Bulletin
Inland News Today/Inland Empire News Radio
InlandEmpire.US
Los Angeles Times
Patch RivCo Editions
Precinct Reporter
Press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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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 Gazette
Redlands Daily Facts
Riverside County Record
San Bernardino American News
San Jacinto Valley Sentinel
Sentinel Weekly News
Sun
Sun/Inland Valley Daily Bulletin
Valley Business Journal, The
Valley Chronicle, The - Hemet
Valley Messenger, The
Valley News/Village News/Anza Valley Outlook/Reeder Media
Westside Story Newspaper
Yucaipa/Calimesa News Mirror

텔레비전 및 라디오
ABC7 KABC-TV
CBS2 KCAL9 KNX 1070
Inland News Today/Inland Empire News Radio
KATY 101.3 The Mix
KCAA 1050 AM 106.5 FM 106.3 FM
KESQ NEWS CH. 3ABC CBS Local 2 KDFX KUNA
KESQ News Channel 3
KFI Radio
KFRG 92.9/95.1
KHTI Hot 103.9
KNBC Channel 4
KNX 1070 Newsradio
KOLA 99.9FM
KPCC/LAist
KSXB 105.7
KTIE 590 AM Newstalk Radio
KTLA Chanel 5
KVCR
KVEA/KWHY Channels 52 and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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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수단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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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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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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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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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차량 소유율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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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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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자격에 부합하는 주민이 많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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