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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19 년도 선거 관리 계획(EAP)은 2020 년 오렌지 카운티에서 투표 센터 체제를 구현하기 

위한 토대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습니다. 코로나 19 가 선거 관리자들에게 전례없는 어려움을 

주게 되었고 2020 년 예비 선거와 일반 선거 모두에서 기록적인 투표율을 보여주었기에 

2020 년은 특별하고 역사적인 선거년도가 되었습니다.  

EAP 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 OCROV 는 소셜 미디어 내 폭넓은 활동, 고등학교 및 고등 

교육 기관과의 파트너십, 선출직 공무원 및 정부 기관과의 협업 등 포괄적인 유권자 교육 및 아

웃리치 계획(VEOP)을 실시했습니다. 이 계획은 오렌지 카운티의 180 만 유권자들에게 다가오

는 예비선거의 변화를 알리려는 OCROV 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도움을 주었으며, 유권자들

에게 코로나 19 발병 중 총선거 실시로 안전하고 보안된 투표 방법을 알리는 마케팅 및 홍보 계

획을 강화했습니다. 

2021 년 EAP 는 오렌지 카운티의 투표 센터 체제에 따라 여러 번의 크고 작은 선거를 실시한 

후 선거 운영을 반영하여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주 의회에 계류 중인 새로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운영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가 투표 센터 체제로 선거를 계속 운영함에 따라, 저와 저희 관리국 일동은 오렌지 

카운티의 모든 시민들에게 선거 절차에 있어 공평한 이용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의 진실됨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정확하며 공정한 절차를 유지하는 저희의 임무에 지속적으로 전념하고 

있습니다. 

닐 켈리 (Neal Kelley) 

선거관리국장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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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투표 용지 

§4005(a)(8)(A) 

오렌지 카운티 내 유권자 선택법 (VCA)의 시행은 카운티의 모든 180 여만명의 유권자들 

각각이 우편투표 용지 (VBM)를 수령하는 것을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이러한 결과로 새로운 법적 의무사항에 맞추어 증가한 수량의 인쇄, 우편, 그리고 우편투표 용지 

처리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 새 요구사항은 오렌지 카운티 선거관리국 (OCROV)이 그간 

고려해왔던 현 유권자 행동과 예상 동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편투표와 현장투표의 혼합형 

선거로의 변환은 얼마나 현 운영체계를 가속화할 수 있는 지에 따라 좌우되었습니다.  

배경 

2018 년 11 월 총선거에서, OCROV 는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수령할 것을 신청한 110 여 만  

유권자들에게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하였습니다. 우편으로 투표용지 수령을 신청한 유권자의 

수는 2002 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오렌지 카운티가 VCA 를 시행하기 이전인 110 여만 명인  

수준으로, 즉 전체 등록 유권자의 약 69%가 되었습니다. VBM 요청이 증가하면서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보내고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늘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향상된 수용력은 2020 년 

오렌지 카운티의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VBM 투표용지 처리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코로나 19 로 인한 모든 규제가 가동되기 이전에 실시된 2020 년 3 월 예비 선거에서는 

유권자의 79%가 VBM 투표를 반환했으며 나머지 21%는 투표 센터에서 직접 투표했습니다. 

2020 년 11 월 총선거에서는 유권자의 81%가 VBM 투표를 반환했으며 나머지 19%는 투표 

센터에서 직접 투표했습니다. 2020 년 11 월 대선에서 사용된 모든 투표 반환 방법 중 

581,433 명의 유권자가 투표함을 이용해 투표용지를 반납하는 등 투표용지 투입함이 가장 인기 

있는 방안이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 

대다수의 캘리포니아 주내 카운티들과는 다르게, 오렌지 카운티는 모든 유권자들을 위한 

투표용지를 직접 자체적으로 인쇄합니다. 투표용지들은 현재 초고속 잉크제트 두루마기 형식의 

인쇄기를 통해 인쇄됩니다. 상업용 최첨단 인쇄기는 1 분에 250 피트 분량의 고화질 이미지를 

차출해 내 180 여만 투표용지를 비교적 빠른 시간에 인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편투표 용지 준비 

OCROV 는 현재 올바른 투표용지, 투표법 안내서, 그리고 환송봉투를 유권자들에게 발송될 

VBM 패킷에 삽입할 수 있도록 하는 우편 삽입 기기를 직접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령하는 

유권자의 필수 정보 및 주소를 발신봉투와 환송봉투에 동시에 인쇄합니다. 이 기술은 한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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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 만 개의 투표용지를 삽입할 수 있으며 이는 저희 사무국이 180 여만 투표용지를 약 3 주 

정도 되는 시간 내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반납된 우편투표 용지의 처리 

OCROV 현재 반납된 투표용지를 처리하기 위한 고속 우편 분류 기기를 직접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기기는 각 반납된 봉투의 이미지를 추출해 투표용지가 반납되었는 지 추적합니다. 

반납된 봉투의 이미지는 직원이 같은 서명인 지 확인하는 비교작업을 할 때 사용됩니다. 이 

기술은 한 시간에 최대 4 만 5 천 장을 처리할 수 있으며, 서명을 확인하는 직원은 한 시간에 약 

1 만 개의 서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 분류 기기의 속도와 서명 확인 절차의 통합은 

OCROV 가 증가한 양의 반납된 VBM 투표용지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반납된 우편투표 용지의 집계 

사무국은 2020 년 투표 기기를 교체하였으며 반납된 다량의 VBM 투표용지 스캔 용량을 

늘렸습니다. 2020 년 11 월 총선거시 OCROV는 선거일 이전에 수령한 모든 투표용지를 

선거일 저녁에 스캔하고 계표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선거일 이후에 도착한 남은 

투표용지는 늦어도 11 월 9 일에 투표 기기로 스캔되었습니다.   

우편투표 용지 추적 

VBM 투표용지 사용 증가로 유권자 지원 수준도 함께 높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무국은 

유권자들이 OC Ballot Express 라는 자체적 내부 방안을 통해 투표용지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VBM 투표용지는 발송되고 환송될 시 사용되는 우정국(USPS) 바코드를 

기반으로 추적됩니다. 투표용지는 투표 센터 또는 투표용지 투입함에 반납될 때에도 추적됩니다. 

유권자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투표용지가 발송되고 저희 사무국으로 반납되는 투표용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또한 그들의 투표용지가 집계되고 승인되었는 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새롭게 추가된 추적 기능은 더 많은 VBM 투표용지 처리에 대비해 증가할 

업무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모색할 데이터를 마련해 왔습니다. 이는 2020 년 

예비 선거와 총선거시 모두 널리 사용되었으며,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반송하거나 투표함 또는 

투표 센터 장소에 투표용지를 반납하는 유권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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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센터 및 투표용지 투입함 장소 

§4005(a)(10)(B) 

VCA 는 투표 센터와 투표용지 투입함 장소 및 배치에 있어 자세한 기준사항과 공식을 

확립합니다. 투표 센터와 투표용지 투입함 장소는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고려사항과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 대중교통까지의 거리 

• 그간 우편투표 사용률이 낮은 커뮤니티와의 거리 

• 인구가 밀집되는 장소들과의 거리 

• 소수언어/인종 커뮤니티들과의 거리 

• 장애인 유권자들과의 거리 

• 낮은 자동차 소유율을 가진 커뮤니티들과의 거리 

• 저소득층과의 거리 

• 유권자등록을 하지 않은 유자격 유권자 및 당일 유권자등록을 해야 하는 커뮤니티들과의 

거리 

• 지리적으로 고립된 지역들과의 거리 

• 장애인 유권자 지원 및 무료주차시설 유/무 

• 유권자가 자동차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해야 하는 거리 및 시간 

• 장애인 유권자가 우편투표용지를 이용해 투표할 수 없을 경우 필요 대체 방안 유/무 

• 교통패턴 

• 공/사립 대학교 및 칼리지 캠퍼스 

투표 센터 공식 및 고려사항 

§4005(a)(10)(l)(vi)(l) 

VCA 는 등록유권자 수를 기반으로 투표 센터 갯수를 결정하는 공식을 수립했습니다. 

카운티들은 5 만 명의 등록유권자마다 하나의 11 일 운영 투표 센터를, 1 만 명의 

등록유권자마다 하나의 4 일 운영 투표 센터를 반드시 마련하여야 합니다. 투표 센터 최소 

숫자를 결정짓는 VCA공식은 선거일 88 일 전 총 등록유권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0 년 3 월 예비선거시 OCROV 는 선거일을 포함해 11 일동안 32 곳의 투표 센터를 

운영하고 선거일을 포함해 4 일동안 161 곳의 투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2020 년 11 월 총선거시 오렌지 카운티는 선거일을 포함해 11 일동안 38 곳의 투표 센터를, 



페이지 5 

선거일을 포힘해 4 일 동안 189 곳의 투표 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투표 센터 수의 확대는 

Silverado 나 Trabuco Canyon 과 같은 다소 외딴 지역의 커뮤니티에도 추가 투표 센터 

배치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투표 센터는 순차적으로 열리며,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더 많은 투표 센터가 운영됩니다. 모든 

투표 센터는 선거일을 포함한 마지막 4 일 간 완전히 가동되어 운영됩니다. 또한, 첫 7 일간 투표 

센터는 오전 8 시부터 오후 5 시까지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선거일에 임박해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투표 센터 최소 요구사항 

OCROV 는 모든 유권자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오렌지 카운티 전역에 고르게 

분포시키기 위해 가능할 만한 수백여개의 시설을 파악하고 평가합니다. 

투표 센터의 질을 높이기 위해 OCROV 는 법령에 명시된 요구 사항보다 더 나아가는 최소 요구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투표 센터의 선정은 장애인 유권자 및 이중언어 유권자의 접근성, 투표 

시설 크기, 시설 이용 가능 여부 및 대중 의견에 따라 결정됩니다. OCROV 는 유권자 데이터, 

인구 데이터 및 기타 기준을 사용하여 가장 이상적인 투표 센터 위치를 선택합니다.  

투표 센터 장소 선정 적합성 모형  

VCA 는 투표 센터 설립에 열네 가지의 기준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OCROV 일동은 가장 

최근에 마련된 지역 및 인구 데이터를 도합해 투표 센터 적합성 모형를 만들어 모든 요구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투표 센터 적합성 모형은 상호작용적인 도표 자료를 사용하여 

모든 기준사항에 의거해 제시된 장소를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11 페이지 투표 

센터와 투표용지 투입함 지도 도표화 도구 참조).   

투표 센터 적합성 모형은 빠르고 효과적으로 요구사항을 고려해 제시된 장소를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나, 어떤 장소가 투표 센터로 최종 선정될 지 자동으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OCROV 는 전반적인 장애인 유권자 지원 및 장소 가능 여부와 같은 다른 필수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투표 센터 평가 기반 

요구사항을 고려함과 더불어, 투표 센터 평가 기반은 투표 센터 장소 선정 절차에 있어 법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으나 배치 절차에 영향이 있을 다른 주요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장소 선정 

요소들 중 몇몇 예시로는 제시된 장소의 주차 자리 제공 유/무, 투표장소 크기, 실내/외 

조명시설, 그리고 지리적 위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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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할 만한 모든 투표 센터는 사전에 정해진 장소 선택사항에 따라 점수가 매겨집니다. 

점수 결과는 시설이 투표 센터 역할을 하는 데 얼마나 적합한지 또는 적합하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투표 센터 시설 섭외 절차 

투표 센터 섭외 과정은 이전 선거의 과거 투표 장소를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각 

도시는 VCA 요건 및 인구 데이터를 사용하여 평가되어 카운티 전체에 투표 센터가 고르게 

분포되도록 합니다. 섭외 초기 OCROV 는 모든 가용 시설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 및 공공 

기관과 긴밀히 협력합니다. 

초기 분석 및 평가 단계가 끝나면 바람직한 투표 센터 위치의 총 목록이 마련됩니다. 각 위치를 

검토하고 평가하여 정해진 최소 투표 센터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최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위치는 섭외 절차에서 제외됩니다. 위치가 개인 거주지 이거나 투표 공간이 

너무 작을 경우 투표 센터 운영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은 섭외 

과정의 다음 단계인 검토 단계로 넘어갑니다. 

가능성 있는 투표 센터 목록과 운영 날짜 및 시간 

§4005(a)(10)(l)(vi)(III), §4005(a)(10)(l)(vi)(VI) 

투표 센터 장소는 공공의견과 법적으로 필요한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됩니다. 투표 

센터 최종 목록은 유권자 정보 안내서 (VIG)와 OCROV 웹사이트 ocvote.com 에 포함됩니다.  

선거일 이전 첫 10 일동안 특정 투표센터들은 오전 8 시부터 오후 5 시까지 일반 운영시간을 

엄수해 운영됩니다. 마지막 며칠 동안은 모든 투표 센터가 오전 8 시부터 오후 8 시까지 

운영되며 선거일에는 오전 7 시부터 오후 8 시까지 운영됩니다. 부록 67 쪽에서 11 일 운영과 

4 일 운영 장소 예시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매 선거 시, OCROV 는 

ocvote.com/votecenter 에 투표 센터 목록을 게시합니다. 

투표 센터 평면도 

§4005(a)(10)(l)(vi)(XI) 

모든 투표 센터는 여러 개의 전자 체크인 장소가 마련되어 있어 투표 센터 직원이 유권자 신원을 

손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투표 센터에서 유권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가능합니다:  

• 직접 투표 또는 우편투표 용지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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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유권자들이 독립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돕는 장애인 기표 기기 사용 

• 대체투표지 발급 

• 언어 지원 

• 유권자등록 또는 등록 정보 갱신 

OCROV 는 유권자가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기표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한 2D 및 3D 

평면도로 각 투표 센터에 모든 투표 기기들이 올바르게 배치되어 있도록 할 것입니다. 배치는 

장애인 유권자들의 이용에 신중을 요해 고려되며 각 장소의 투표공간이 다른 모양과 크기임을 

감안해 알맞게 조정됩니다. 각 투표 센터마다 사양이 다름에 따라 체크인 장소 수와 투표 기기의 

수가 달라집니다. (부록 65 쪽의 배치 예시를 참조해 주십시오).  

각 투표 장소 평면도는 세 장소를 포함합니다: 

• 체크인 장소: 유권자는 유권자등록, 교체투표지 수령, 우편투표용지 반납 및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투표 장소: 유권자는 보안된 기표소 또는 기표 기기를 사용해 독립적이고 기밀을 

유지하며 기표할 수 있습니다 

• 스캔 장소: 유권자는 보안된 스캔 기기에 투표용지를 투입하고 “투표했어요” 스티커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투표 센터 근무자 수 

§4005(a)(10)(l)(vi)(IX) 

투표 센터 근무자의 예상 수요는 11 일 운영과 4 일 운영 투표 센터의 수, 그리고 투표 센터의 

수용인원에 비례한 체크인 장소 수를 기반으로 합니다. 투표 센터 근무자의 예상 필요인원은 

어느 투표 센터에서나 필요한 평균 7 명의 근무자와 한 명의 팀장 배정을 토대로 

계산되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투표용지 반납 장소로 지정된 몇 장소는 운영을 지원할 2-3 명의 

추가 근무자 배치가 요구됩니다. 이 평균인원은 어느 해당 투표 센터에서 필요 직원 수가 다양할 

수 있음을 감안합니다.  

투표 센터 유형 근무교대 유형  교대시간에 따른 예상 인원 

11 일 전시간 근무 38 x 5 =  190 

    

4 일 전시간 근무 150 x 3 =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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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 부분시간 근무 38 x 4 =  152 

    

4 일 부분시간 근무 150 x 8 = 1,200 

총 예상 인원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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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투입함 공식 및 고려사항 

§4005(a)(10)(l)(vi)(II) 

VCA 는 카운티들이 매 1 만 5 천명의 등록유권자들마다 적어도 하나의 투표용지 투입함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유권자 등록 정보는 각 시와 비법인지구에 필요한 투표용지 투입함 

예상 갯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분석되었습니다. OCROV 는 오렌지 카운티 전역에 걸쳐 

116 개의 투표용지 투입함을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투입함으로서 가능할 만한 어느 장소든지 최소 기준사항에 의거해 조사되고 

평가됩니다. 유권자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투표지를 반납할 수 있는 부가적인 방법으로서 

적격일 투표용지 반납함 장소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투입함 장소 섭외 

시, 최대한 이미 설치된 보안카메라가 있는 장소들을 파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투입함 최소 필요조건 

§4005(a)(10)(l)(vi)(VI) 

VCA 최소 필요조건과 더불어, 캘리포니아 주 총무처장관 (SOS)은 장애인 지원 및 언어지원 

필요조건과 같은 추가 규율을 제시했습니다. 투표용지 투입함은 투입함의 그래픽에 번역된 법적 

문구를 포함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향후 고려사항으로 점자나 촉각 방향 신호 체계와 

같이 장애인 유권자를 지원할 수 있는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하는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OCROV 는 장애인 커뮤니티와도 협력할 것입니다. 가능할 만한 장소의 설치 가능성은 

세부적인 평가를 통해 결정된 최소 접근성 필요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카운티 전역에 설치된 모든 투표용지 투표함은 선거일 29 일 전부터 주 7 일, 24 시간 일반에게 

공개됩니다. 투표용지 투입함은 훼손 방지 코팅, 화재 진압 기능, 특별 주문 제작된 투표용지 

수거 가방 등 여러 사태를 예방하는 보안 방안으로 야외 공공장소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투표용지 투입함 적합성 모형 

OCROV 일동은 가장 최근의 지역 및 인구 데이터를 도합해 투표용지 투입함 적합성 모형을 

만들어 모든 요구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투표용지 투입함 적합성 모형은 

상호작용을 하는 도표 자료로서 사용자가 모든 기준사항과 자세한 규율에 의거해 제시된 장소를 

검색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11 쪽의 투표 센터와 투표용지 투입함 도표화 도구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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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투입함 적합성 모형은 빠르고 효과적으로 제시된 장소를 요구사항을 고려해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나, 어떤 장소가 투표용지 투입함이 배치될 것으로 최종 

선정되는지 자동으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투표용지 투입함 평가 기반 

필요조건을 고려하는 것에 더불어, 투표용지 투입함 평가 기반은 법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으나 

배치 절차에 영향이 있을 다른 주요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이 장소 선정 요소들의 예시로는 

제시된 장소의 보안 카메라, 투표용지 수거팀을 위한 단기/임시 주차공간, 그리고 적절한 

조명입니다.  

투표용지 투입함 장소 섭외 절차 

오렌지 카운티 선거관리국장 닐 켈리 (Neal Kelley)의 편지와 규격, 기능,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이 포함된 투표용지 투입함 정보지를 담은 유익한 마케팅 패키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패키지는 투표용지 투입함 진행절차와 관련해 가능성 있는 장소에 자세한 정보를 전달하며 

홍보활동을 하도록 사용됩니다.이 패키지는 투표용지 투입함 동의내역이 포함되어 있어 모든 

이들이 역할과 의무에 확실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 투표소는 해당 장소에 투표용지 투입함을 마련할 수 있는지 검토되었습니다. 투표 센터 

장소 선정을 동시에 진행하며 유권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투표 방법을 제공할 투표용지 투입함 

장소들은 별개로 파악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시 기관, 카운티 기관, 도서관, 그리고 다른 

가능한 공공기관들이 투표용지 투입함 설치가 가능할 만한 시설인지 검토되고 평가되었습니다. 

OCROV 는 많은 유명 소매 쇼핑 센터 및 개인 재산 소유자들과 협력하여 투표용지 드롭 박스를 

설치했습니다.  

가능성 있는 각각의  장소는 적합성과 접근성을 평가받습니다. 투표용지 투입함 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OCROV 직원은 장소 세입자, 부동산 관리 회사 및/또는 부동산 

소유자와 협력하여 해당 장소의 투표용지 투입함 배치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기존의 

모든 투표용지 투입함 위치를 지속적으로 분석 및 검토하여 특정 커뮤니티와의 적합성, 총 설치 

기간 및 커뮤니티의 예상 성장률을 결정합니다. 

가능성 있는 투표용지 투입함 목록과 운영 날짜 및 시간 

§4005(a)(10)(l)(vi)(IV), §4005(a)(10)(l)(vi)(VII) 

OCROV 는 현재 카운티 전역에 설치된 116 개의 투표용지 투입함을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또는 이전을 위해 데이터, 지도 및 동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투입함 위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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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의견 및 법적 요구조건에 따라 선정됩니다. 모든 투표용지 투입함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30 일 동안 운영할 수 있으며 선거일 오후 8 시까지 주 7 일 24 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된 

모든 투표용지 투입함 장소는 부록 72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설치된 투표용지 투입함의 최종 

목록은 VIG 에 포함되어 있으며 OCROV 웹사이트 ocvote.com/votecenter 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투표센터와 투표용지 투입함 도표화 도구 

투표 센터와 투표용지 투입함 선정을 돕기 위해, 당국의 지리정보체계팀은 적합성 모형과 웹 

도표화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VCA 에서 제시된 지침 체계, OCROV 직원 일동이 정한 데이터 

기반 기준, 그리고 지리 정보 시스템 (GIS)기술을 사용하여 저희는 투표 센터와 투표용지 투입함 

장소를 제공할 모든 지역의 적합도를 등급화할 수 있는 적합성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완수하기 위해, 카운티 전역을 덮는 격자 배열칸들이 생성되었으며, VCA 에서 제시된 

필요조건과 관련된 공간데이터로 격자 칸들이 덧붙여 채워졌습니다. 데이터는 다양한 공공 

기관으로부터 결집되었으며 교통, 인구밀집도, 유권자 등록 및 유권자 동향, 언어신청, 장애인 

유권자, 그리고 소득과 같은 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OCROV 직원 일동은 데이터와 

필요조건을 분석하고 VCA 필요조건에 국한해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등급을 매겼습니다. 

우선 필요사항이 결정되고 나서, 저희는 모든 데이터를 결집할 알고리듬을 만들고 카운티 내 각 

격자 칸마다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 “점수” 결과는 카운티 전역에 투표 센터와 투표용지 

투입함 장소 우선순위를 정할 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 저희는 VCA 의 필요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층과 “점수”로 나타내어 진 격자 칸 배열, 그리고 이전 투표소, 공공 인프라, 그리고 지역사회 

장소를 바탕으로 하는 투표 센터와 투표용지 투입함 가능 장소를 나타내는 다방면의 웹 도표화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도구는 기존 데이터를 깊이 알아보고, 새로운 장소를 제시하고, 장소 

선정 절차 진행을 확인하고, 결과를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방법 

VCA 지침을 사용해 OCROV 직원 일동이 정한 데이터 기반 기준과 GIS 기술를 통해 투표 

센터와 투표용지 투입함 장소를 제공할 카운티 내 모든 지역의 기준 충족 적합도를 나타낼 수 

있는 적합성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o 일정한 규격으로 카운티를 분리된 지역으로 나누는 500 피트의 격자 배열 창출. 격자 칸 

크기는 가능한 데이터 대비 공간적 해상도, 카운티 면적, 그리고 OCROV 직원 일동이 

희망하는 조사의 세밀한 정도에 따라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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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표준화된 데이터 배열을 창출하기 위한 유권자 등록 기록, 인구 통계 데이터, 그리고 

인프라 데이터의 오버레이와 공간적 접합. 

o 투표 센터 시설 섭외를 알리는 것에 있어 높은, 적당히, 혹은 낮은 기준 충족도를 각 

층별로 나누어 데이터 값을 낼 수 있는 체제 생성.   

웹사이트 내 장소 선정 의견 제안서 

투표 센터와 투표용지 투입함 장소가 선정되는 또다른 경로는 투표 센터 웹사이트의 장소 

제안서 ocvote.com/votecenter 를 통한 공공의견입니다. 이는 대중이 시설 이름, 장소, 

그리고 장소를 제안하는 이유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OCROV 는 투표센터와 투표용지 투입함 

장소의 폭넓은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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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유권자 지원 

§4005(a)(10)(l)(vi)(X) 

Orange County 는 유권자들에게 안전하고 독립적이며 접근하기 쉬운 투표 센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OCROV 는 다음을 통해 장애인 유권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선택된 모든 투표 센터가 접근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 현재의 접근성 지원 기술로 투표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 자택에서 독립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방안을 확장합니다 

• 모든 투표 센터에서 원격으로 ASL 통역을 제공합니다 

각 투표 센터의 접근성 검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OCROV 는 캘리포니아 주 총무처장관의 

투표소 접근성 체크리스트 형식에서 모바일 기기로 현장에서 직접 사용 가능한 전자 데이터 

수집 도구로 변경하였습니다. OCROV 의 투표 센터 접근성 체크리스트는 투표 센터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접근성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투표 센터 접근성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갱신합니다. 

접근성 조사 검토에는 대중교통으로부터의 이동 경로, 장애인용 주차 공간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장소, 장애인용 진입로를 분별할 수 있는 질문 등이 포함됩니다. 

VIG 와 VBM 용지 설명에 포함된 장애인 유권자 지원 안내  

§4005(a)(8)(B)(i)(IV) 

VIG 는 장애인 유권자가 어떻게 지원요청을 할 수 있는 지,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의 주 

전역 선거 핫라인 전화번호, 가두 투표 정보, 그리고 전반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 OCROV 에 

연락을 취하는 방법 등의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또한, VIG 는 기표가 불가능한 유권자의 경우 

최대 두 명까지 투표 보조로서 동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VIG 는 원거리 

장애인 VBM 투표용지를 신청할 수 있는 선불 엽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VBM 투표용지 절차안내에는 장애인 전용 선거물 수령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명시된 장애인 유권자 정보 

§4005(a)(10)(l)(i)(IV), §4005(a)(8)(B)(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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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ROV 웹사이트는 모든 유권자들이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을 보는 사람들에게 반응이 빠르고 호환이 잘 되어 쉽게 둘러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 

디자인에 특별히 주력하였습니다.  

웹사이트는 유권자들에게 선거 절차, 유권자 등록, VCA  관련 법령, 그리고 선거 관리 계획 

(EAP)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웹사이트는 또한 장애인 유권자에게 마련된 다음과 같은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투표 센터와 투표용지 투입함 이용 

• 기표 기기 

• 가두 투표 

•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자료 

• 원격 VBM 투표용지 신청 

웹사이트는 장애인 유권자들에게 어떤 지원이 가능한 지, 투표 센터에 어떤 지원이 있는 지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장애인 유권자가 이용 가능한 투표 센터와 투표용지 

투입함 목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유권자의 VBM 투표용지, RAVBM, 또는 대체투표지 신청 방법 

§4005(a)(5), §4005(a)(10)(l)(ii) 

투표 센터로의 변환으로 장애인 유권자는 웹사이트, 이메일, 전화, 서면, 또는 OCROV 

사무실에서 직접 VBM 투표용지, RAVBM, 또는 대체투표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 

외에도 유권자들은 어느 투표 센터에서나 직접 VBM 투표용지 또는 대체투표지 신청을 하거나 

각 VIG 에 담겨있는 우편요금이 지불된 엽서를 통해 RAVBM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거리 이용 우편투표용지 

§4005(a)(8)(B)(i)(IV) 

오렌지 카운티 장애인 등록유권자는 원거리 장애인 우편투표 시스템 (RAVBM) 에 연결해 

다운로드 가능한 투표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RAVBM 은 장애인 유권자들에게 우편투표 

용지가 전자로 발송되게끔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전자 투표지는 유권자의 컴퓨터에 

다운로드되어 유권자의 개인 보조기기로 기표하고 인쇄됩니다. 이 투표지는 우편, 투표용지 

투입함, 또는 아무 투표센터에서나 어느 VBM 투표용지와 같은 방법으로 반납됩니다. RAVBM 

포털은 유권자가 기표 완료된 RAVBM 투표용지를 VBM 패킷에 담긴 반송봉투에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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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납 안내는 RAVBM 포털과 VIG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장애인 투표 기기의 종류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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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오렌지 카운티 투표센터들은 최소 세 개의 장애인 투표 기기가 구비되어 있을 것이며 

투표실의 크기와 유권자 필요에 따라 갯수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터치스크린 화면, 음성 촉각 기기, 또는 개인의 보조 기술을 이용해 기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투표지 기표 기기들은 장애인 유권자들에게 독립적인 투표 경험을 제공합니다. 투표지 

기표 기기들은 모든 유권자들이 개인적이고 독립적으로 기표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투표 센터에서의 합리적인 개선 유형 및 수 

§4005(a)(6)(D), §4005(a)(10)(l)(vi)(X) 

투표 센터 안에서 제공될 몇 가지 합리적인 개선사항들이 있습니다. 전자체크인, 최소 세개의 

장애인 투표기기, 그리고 물리적 변경은 장애인 유권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행됩니다.  

전자 체크인은 장애인 유권자들이 독립적으로 체크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투표 기기의 장애인 

지원 기능은 화면 읽기, 확대 및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색 반전 등입니다. 요청에 따라 확대도 

가능하며, 의자는 요청에 따라 체크인 지점 및 장애인 유권자 투표기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유권자가 추가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투표 센터 직원들은 유권자의 투표소 내 시각적 안내인 

또는 보이지 않는 정보를 크게 읽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요청에 따른 변경사항과 더불어, 각 투표 센터는 접근성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필요에 

따라, 입실 시 지면을 조금 높여 줄 문지방 경사로, 위험을 나타낼 원뿔형 교통 표지, 그리고 

미끄러운 위험물을 가릴 매트 등이 시설에 마련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들은 장애인 

유권자를 위해 투표실의 문을 열어 놓기를 요청받습니다. 간혹 시설은 유권자가 투표 센터에 

입장하지 않고도 가두 투표를 요청할 수 있는 투표 알림 기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소의 지형에 따라 조정됩니다. 

무료 유권자 안내전화 

§4005(a)(10)(l)(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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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은 유권자들이 장애인 유권자 지원 기능 안내를 받고 투표와 선거에 관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무료 유권자 안내전화 지원을 제공받습니다. 무료 전화번호는 OCROV 웹사이트, 공공 

지원 안내 등에 실리게 되며 언론 접촉과 VIG 에 포함된 유권자 직접 연락처 정보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각 장애가 있거나, 듣기에 어려움이 있거나, 언어 장애가 있는 유권자는 문자 전화기 (TTY)를 

통해 711 으로 전화를 걸거나 다른 기기를 이용해 OCROV 의 무료 안내전화에 전화를 걸어  

California Relay Service (CR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S 는 다음과 같은 소통방식을 

지원합니다: TTY, VCO, 2LVCO, HCO, STS, VASTS, ASCII, Voice. 

화상 전화 

OCROV 는 모든 투표 센터에서 화상 전화를 통해 미국식 수화 지원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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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지원 

OCROV 는 유권자들에게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언어지원을 하는 선두주자로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화적 이해도가 있어 올바른 번역을 제공하는 전문 이중언어 직원 및 

포괄적인 행사 일정을 지속함으로서 OCROV 는 언어 커뮤니티들에게도 투표 센터 체제의 

투표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번역된 참고용 투표지와 언어지원 카드 

§13400 

캘리포니아 선거법 §14201 에 따라, OCROV 는 해당 투표구에 번역된 참고용 투표지와 

번역된 참고용 투표지 제공 관련 문구를 표기하는 것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13307 에 의거해 해당하는 투표구들이 파악되고 알맞은 종류의 투표지가 계약된 업체로부터 

번역됩니다. 투표 센터 제도 아래, 참고용 투표지는 모든 투표 센터에 게재되고 사본은 신청한 

유권자들에게 참고용 지침으로 제공됩니다. 투표 센터에서 번역된 참고용 투표지를 수령하는 

것과 더불어 유권자들은 참고용 투표지를 선거일 기준 10 일 전까지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참고용 투표지를 제공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투표 센터에서 모든 언어지원을 

한다는 포괄적인 언어 지원 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는 

OCROV 의 언어지원 카드를 “모든 카운티들에게 알맞은 가장 좋은 언어지원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1 현재, 카드는 대기줄 옆 유권자 안내사항에 함께 게시되어 있어 모든 유권자가 

투표하기 위해 체크인할 시 거쳐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록 49 쪽의 언어지원 카드 예시를 

참고해 주십시오. 

VIG 또는 VBM 안내서, 그리고 웹사이트에 명시된 언어 지원 서비스 

§4005(a)(8)(B) 

유권자들은 VIG 와 VBM 안내서를 통해 번역된 선거물과 언어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받고 있습니다.   

 

1 Advancing Justice 2018 Poll Monitor Report OC (Page 11).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 Los 
Ange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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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는 전체 언어지원 안내 목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OCROV 는 

ocvote.com/language 를 이용해 투표소 제도 아래의 언어지원 안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웹사이트는 가능한 언어지원 정보에 맞게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이중언어 투표 센터 직원 채용 및 지원 언어 

§4005(a)(10)(l)(vi)(IX) 

OCROV 는 연방 선거권법 (VRA) 아래 직접적인 언어지원이 필수로 요구되는 투표구 내 또는 

근처에 어느 투표 센터들이 배치될 지 결정합니다. 추가적으로, OCROV 는 연방 선거권법 

(VRA) 세부 조항 (c)의 §12303 와 §203 에 의거해 어느 투표 센터에 특정 언어 구사자들이 

근무해야 하는 지에 대한 공공의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중언어 투표 센터 요원을 채용하고 

이러한 투표 센터들에 배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 지원 필수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투표 센터들에서는 유권자들에게 번역된 서면 자료, 

전화 또는 화상전화 지원 등 효과적인 기타 언어지원 대안들도 제공될 것입니다. 

무료 유권자 안내 전화 및 다중언어 공공 폰뱅크 

§4005(a)(10)(l)(vii), §4005(a)(10)(l)(i)(I)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OCROV 는 선거 전/후 및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직접적인 언어지원을 할 

수 있는 연방법에 의거한 이중언어 운영 요원을 배치해 공공 폰뱅크를 운영합니다. 유권자는 

무료 유권자 안내전화를 통해 질문하고 투표와 선거에 관련된 정보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번호는 1-888-628-6837 이며 OCROV 웹사이트, 공공 지원 안내, VIG 를 포함한 언론 

홍보 및 직접적 유권자 접촉 안내 등을 통해 명시될 것입니다. 언어 커뮤니티를 포함해 하나의 

무료 전화번호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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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전화 

언어지원을 요청하는 유권자들에게 주어질 직접적인 지원을 보조하기 위해, OCROV 는 모든 

투표 센터에 다중언어 지원을 위한 화상 전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표 센터에 이중언어 

직원이 상주하지 않아도 언어 지원이 필요한 유권자들이 투표 절차에 의미있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교육된 이중언어 직원이 시청각적인 안내를 하게 됩니다.  

지원 가능한 언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스페인어 

• 베트남어 

• 중국어 

• 한국어 

• 미국식 수화 (A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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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기술 

전자 유권자 명부 

전자 유권자 명부는 종이 명부를 직접 대체하며 어느 투표 센터 장소에서나 유자격 유권자 

정보를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는 유권자 현황 업데이트 

정보를 주고 받는 선거 데이터베이스에 보호되고 암호화된 실시간 혼합 연결선을 마련해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합니다. 

OCROV 에게 선별된 전자 체크인 방안은 태블릿 하드웨어 기기와 업체 소유 소프트웨어의 

결합체입니다. 유권자 정보는 전자 유권자 명부에 소재하며 사용되어오며, 이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거나 이동할 시 비밀번호로 보호되고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OCROV 의 전자 

유권자 명부 방안의 다양한 보안 기능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OCROV 는 투표 센터 운영을 

위한 전자 유권자명부를 제공하기 위해 공급업체를 선택하고 계약했습니다. 

2020 년에 사용된 전자 유권자명부를 통해 OCROV 는 모든 유권자가 올바른 투표 유형을 

받도록 보장하면서 유권자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또한 조건부 투표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2018 년 11 월 총선거에서는 117,188 명이 조건부 투표를 

하였습니다. 투표 센터에 전자 유권자명부가 도입된 이후 2020 년 11 월 총선거의 조건부 

유권자 수는 3,417 명에 불과했습니다. 

투표 체제 

OCROV 는 2020 년에 시행되는 선거부터 선거 체제를 바꾸었습니다. 투표 체제는 캘리포니아 

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필요조건과 더불어, 내부적으로 엄격하고 강도높은 보안 필수사항이 

만들어져 새로운 투표 장치의 조달용 제안서들에 포함되었습니다. 내부 필요조건은 투표 제도의 

기술적인 면과 관심을 보이는 업체의 조직적 필요조건을 포괄하였습니다. 암호화된 데이터, 손상 

감지 능력, 보안 기준 충족 능력은 어느 새로운 투표 장치의 제안서에나 포함된 필요조건의 

예시입니다.  

OCROV 는 Hart InterCivic 을 투표 센터 운영에 있어 투표 장치의 방안이라고 여겨 계약 

단계에 돌입했으며 2019 년에 장비를 마련하였습니다.   

새로운 투표 체제는 투표 센터 투표 체제에 효과적인 체제임이 입증되었습니다. OCROV 는 

투표 센터에서 많은 수의 현장 투표자를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량의 반송된 우편 

투표용지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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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보안 

OCROV 는 투표지 투명성, 유권자 등록 시스템, 그리고 유권자 유자격 여부 확인 등과 같은 

문제에 집중함으로서 선거의 투명성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 조치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비록 위협들은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고 사건들은 각기 특성화되어 있지만, 

이러한 위협과 사건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알맞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OCROV 는 지속적으로 

현 시스템을 보완하고 새로운 기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OCROV 는 직원들을 위한 강도 높은 

훈련을 마련함과 동시에 물리적이고 사이버보안적 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감하려는 활동이 위협받지 않도록 기밀의 보안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업무방해 방지 보안 및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 

§4005(a)(10)(l)(vi)(VIII)(ia) 

OCROV 는 파트너십, 내부 통제 및 절차를 통해 선거 운영에 있어 업무방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방면의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주, 연방, 지역과의 협력 

저희는 오렌지 카운티 정부의 최고 정보 보안 책임자 사무실과 오렌지 카운티 정보 평가 센터 

(OCIAC)와의 관계를 증진시켜왔습니다. 저희는 또한 미 국토안보부 (DHS), 연방수사국 (FBI), 

그리고 선거 지원 위원회 (EAC)와의 직접적인 관계도 있습니다.    

선거철 기간에 선거일 전/후로 더 많은 협력이 있습니다. 저희는 카운티 보안 사무국, DHS, 

그리고 FBI 와의 정규 회의를 통해 보안 의식을 높이고 소통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내부 규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OCROV 는 데이터가 항시 암호화되어 보호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보처리기준 (FIPS)의 인증 분야를 보유한 기기들이 사용될 것이며 

데이터는 항시 하나 하나 암호화되어 유지될 것입니다. 투표 센터가 마련될 장소를 선정할 시 

물리적 보안 또한 고려대상입니다. 알맞은 물리적 보안을 제공하는 시설만이 선정될 것입니다. 

모바일 기기 관리는 태블릿, 스마트폰 및 다른 기기들의 보안을 강화하고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전체 권한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모바일 기기 관리는 원격 기기 정보삭제, 강제 패스워드 집행, 

백색리스트 및 블랙리스트 어플관리, 암호화 데이터 집행, 어플 분배 통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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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투표 센터는 긴급상황 시 알림에 대비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표 센터 직원은 

비상 시 따라야 할 지침서를 받습니다. 투표 기기는 만일의 정전을 대비해 보조 건전지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절차, 방법과 기준 

연속성 관리 절차는 안전한 선거 진행을 위한 전체 전략의 한 부분으로 행정적인 규제로서 

사용됩니다. 연속성 관리 절차는 물리적인 선거 시스템 기기와 그 추적이 되도록 합니다. 

투표 장치 부품은 선거 시 배치될 때 까지 배지로 이용해야 하는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투표 기기들은 여러 번 봉인된 이동상자에 배치됩니다. 메모리 기기들은 투표 장치 

내에 여러 번 봉인되어집니다. 모든 기기는 배치되고 OCROV 로 회송될 때 까지 추적됩니다. 

선거요원은 배급 장소에서 투표 기기 연속성 관리 절차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합니다. 선거요원과 

투표 센터 직원은 보안용 봉랍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깨진 봉랍이나 수상한 활동 등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질 것입니다. OCROV 측 직원이 기기 반납 시 서명합니다. 투표 

기기는 목록에 정리되어 안전한 장소에 비치됩니다.  

업무방해 시 선거를 계속해서 진행하기 위한 보안 및 지속성 계획 

§4005(a)(10)(l)(vi)(VIII)(ib) 

OCROV 는 선거 절차에 있어 업무방해를 피하기 위해 광범위한 준비를 해 왔으나 사건이나 

방해의 실제 가능성에 맞추어 어떻게 반응할 지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이 

부문은 업무방해 시 선거를 계속해서 진행하기 위해 마련된 순서를 포괄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투표 기간 동안의 투표 센터 대응 

투표 기간 동안, 선거 지원 요원들은 오렌지 카운티 전역에 배치되어 어느 사건에나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됩니다. 이같은 현장 요원들은 대체 투표 기기 및 물품을 소지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문제들을 다룰 수 있도록 훈련됩니다. 이 지원 요원들의 대응시간은 대부분 15 분 이내일 

것입니다. 현장 요원들은 또한 투표 센터에 정전 시 휴대용 전기 발전기를 이용해 대처할 수 

있습니다. 투표 센터 직원들은 문제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전문 헬프데스크 또는 현장에 

지원팀 중 한명을 배치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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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투표 센터 기기는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인터넷 연결 없이도 운영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각 투표 기기의 부품은 타 투표 기기와 직접적으로 호환되지 않으며 기기의 

한 부품이 작동을 멈추어도 다른 모든 투표 기기는 지속적으로 작동합니다.  

사건 대응 계획 

OCROV 는 사이버보안 사고, 정전, 또는 공격 시에 사용될 수 있는 면밀한 사건 대응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사건을 파악하고, 다루고, 사건으로부터 복구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주요 절차와 이에 관련된 정보 기술 의존 정도는 업무방해 시에도 지속적인 선거 운영을 위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주요 사업 절차의 체제를 제공하며 기관이 저희의 부분적이나 모든 운영 

능력의 부재에서도 존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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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업무 절차도는 업무방해 시 정보가 어떻게 유권자들, 직원들, 그리고 언론에게 전파되는 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잘못된 정보를 피하고 정책적인 결정을 하며, 부서의 가동되는 

부문에 있어 적절하게 결정하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가능성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응 전략을 나타낼 포괄적인 사건 대응 계획이 수립되었고 

투표 센터 제도 아래 새롭게 개선될 것입니다. 

방법과 기준 

§4005(a)(10)(l)(iv) 

사건 대응 계획의 목적은 재해, 사건, 또는 지원 업무방해 시에도 선거 운영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진행 절차, 소통, 대체 시설을 파악함으로서 선거 운영에 있어 대부분의 예측 

가능한 방해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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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절차 

이 계획은 선거를 집행하기 위해 필수인 모든 주요 절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절차들 각각이 분석되며 이 절차들 각마다 기술적인 의존도가 결정됩니다. 이 기술적인 의존도 

각각에 관해서는, 필수 데이터의 복구를 포함한 회복 절차가 정의됩니다. 예로, 투표 센터 지원 

제공은 그간 파악된 다양한 주요 선거 절차 중 하나입니다. 투표 센터 지원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은 투표 센터 정보와 연락처가 담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대응 계획은 데이터베이스의 백업과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합리적인 시간 안에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전략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통 

또한 사건 대응 계획은 소통 방식과 어떻게 소통이 방해 속에도 지속될 수 있는지 다룹니다. 

이는 주된 체제가 실패할 경우 대체 방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은 정보를 전파하고 

방해 시 소통해야 하는 주요인사들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방해된 절차는 소통이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지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업무방해는 투표 센터 직원과의 접촉만 필요로 

하며 다른 업무방해는 언론이나 대중과의 접촉을 필요로 합니다.  

대체 시설 

대체 시설은 화재, 홍수, 또는 저희의 본 시설로 접근이 불가능 한 다른 상황에 대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동식 투표 시설은 투표 장소에 추가 또는 대체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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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영향 

단기 및 장기 절약 추산 

§4005(a)(10)(I)(v) 

다음 표는 예산 비용과 실제 비용을 비교한 것입니다. 2020 년은 특히 새로운 투표 장비를 

구매하고 코로나 19 의 결과로 초래하는 비용이 증가한 특별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산 책정 비용과 실제 비용이 매우 비슷했기 때문에 추정치는 우수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회계 년도 

2017/2018 

 

회계 년도 

2018/2019 

 

회계 년도 

2019/2020 

(제안된 예산) 

회계 년도 

2019/2020 

(실제 비용) 

2018 투표 

체제 
 $595,000 $595,000 $50,000 $0 

새 투표 체제    $15,395,592 $15,344,496 

투표소와 투표 센터 선거의 새 투표 장치 예상 비용: 

선거 종류 
장소 수/장애인용 

기기 수 (증가 포함) 
1 회 기기 구입 비용 (예상) 

1 회 기기 구입 비용 (실제 

비용) 

투표소 제도 900 / 1200 
$23,400,000–

$40,000,000 
$0 

투표 센터 

제도 
188 / 940  $8,537,550–$14,177,550 $16,935,151 

비용 차액  
$14,862,450-

$25,8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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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교육과 아웃리치 계획 개요 

§4005(a)(10)(l)(i), §4005(a)(10)(l)(i)(VI) 

OCROV 는 투표 센터 제도로 전환을 하며 커뮤니티 단체들 및 주요 인사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기존 커뮤니티 협력 단체들과의 관계를 증진하는 것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OCROV 는 그간 참석했던 행사들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며, 유권자들과 소통할 

창의적이고 더욱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유권자 교육 및 아웃리치 계획 (VEOP)은 

당국이 기획하고 참석할 홍보 행사를 게재하고, 지역 내 입지를 높일 소통 전략을 나타내고, 주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어떻게 자원이 사용될 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표 요약 

• 투표 센터 워크샵 

• 대규모 지역행사 

• 중/소규모 지역행사 

• 주요 선거시 팝업 투표 

• 대학들과의 협력 

• 고등학교들과의 협력 

• 직접적인 유권자 접촉 

• 다국어 영상물 및 라디오 홍보물 

• 소셜미디어 활동 증가 

지역 협력 단체 

§4005(a)(10)(l)(i)(III) 

성공적인 지역 아웃리치 프로그램 운영은 지역 기반 단체/기관들과의 기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OCROV 는 오렌지 카운티 내 지지 단체, 시민 단체, 시민권 협회, 노인 센터, 

교회, 그리고 기타 개개인을 포함한 다양한 단체들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들은 일찍이는 1998 년도부터 시작되었으며 단체의 수는 매 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28 

커뮤니티 선거 실무그룹 

커뮤니티 선거 실무그룹 (CEW) 은 다양한 분야 출신의 25 명으로 구성되어 선거가 모두에게 

열려있고 접근 가능함을 확인하는 지역사회 자문위원회입니다. 2009 년 시작 이래, 선거 과정에 

있어 지역 내 중요한 의견을 낼 수 있는 CEW 회의가 분기별로 마련되어 왔습니다. 이 자문 

그룹은 또한 OCROV 가 지역사회 전체에 선거와 관련해 새로운 소식을 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합니다. 

회원은 라틴계 커뮤니티, 아시안계 커뮤니티, 시 서기관, 여성 유권자 연맹, 공화당 지지 단체, 

민주당 지지 단체, 기타 정당 지지 단체, 노인 커뮤니티, 재향군인 커뮤니티, 장애인 커뮤니티, 

젊은층 (18 세부터 25 세 사이의 유권자), 그리고 기타 위치에 있는 이들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CEW 분과위원회 투표지원 자문위원회 & 언어지원 자문위원회 

§4005(a)(9)(A), §4005(a)(9)(B), §4005(a)(10)(l)(i)(I) 

2017 년 시행된 CEW 분과위원회 투표지원 자문위원회(VAAC)와 CEW 분과위원회 언어지원 

자문위원회(LAAC)는 커뮤니티 실무 그룹의 두 독립된 위원회로서 장애인 유권자와 언어 별 

소수계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에 중점을 맞추어 꾸려졌습니다.  

LAAC 의 임무는 모든 유권자가 선거 과정에 있어 의미있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언어 접근과 

관련한 연방과 주 법의 집행에 OCROV 를 자문하고 돕는 것입니다. LAAC 는 또한 동등한 

이용을 통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활동, 프로그램, 그리고 정책을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매기기도 합니다. 이 위원회의 역할은 언어 접근성 관련 전문지식 제공, 언어 접근성 활동 홍보, 

그리고 언어지원에 관련된 OCROV 의 질문 답변을 포함합니다.  

VAAC 의 임무는 동등한 접근 이루어지기 위한 모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오렌지 카운티가 

연방 및 주 필요조건에 의거해 장애인 유권자들의 필요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원 제공을 

자문하고 돕는 것입니다. 투표 지원 자문위원회는 또한 장애인 유권자가 독립적으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활동, 프로그램, 그리고 정책을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매기기도 합니다.  이 

위원회의 역할은 접근성 관련 전문지식 제공, 운영에 접근성 절차 포함, 그리고 접근성 기준과 

장애인 유권자 아웃리치에 관련해 OCROV 에 의견 제공을 포함합니다. 

CEW 와 분과위원회 LAAC 및 VAAC 각 그룹의 회의 안건과 회원 목록 및 지원 단체목록은 

부록 55 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어 지역 협력단체들과 장애인 지역 협력단체들은 부록 

46 쪽부터 열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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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커뮤니티들을 위한 유권자 교육 워크샵 

§4005(a)(10)(l)(i)(VI)(ia) 

OCROV 는 오렌지 카운티의 각 연방 및 주 필수 언어 지역사회를 위해 투표 센터와 선거 정보 

전달을 할 유권자 교육 워크샵을 몇 차례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 년도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언어들은 스페인어, 베트남어, 중국어, 한국어, 페르시안어, 구자라티어, 힌디어, 일본어 그리고 

타갈로그어입니다.  

각 워크샵은 투표 센터 제도, 투표 기기, 언어 지원, 투표지 반납 방법, 그리고 선거물 번역본 

신청에 관한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워크샵 관련 정보는 적어도 해당 날짜 10 일 전에 

공지될 예정이며 LAAC와 언어 커뮤니티 단체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OCROV 는 워크샵 횟수, 일시, 장소, 그리고 언어 지원이 필요한 유권자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자료 배포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 CEW LAAC 및 해당커뮤니티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언어 커뮤니티 파악 방법 

§4005(a)(10)(l)(i)(V) 

OCROV 는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통해 언어지원을 요청한 유권자의 수를 활용합니다. 또한 

유권자는 전화, 팩스, 이메일, 또는 온라인으로 언어 요청사항을 갱신하여 선거관리국에 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United States Census Bureau (미국 연방 인구조사국)과 같은 자료들은 

언어제한이 있고 언어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파악하는 것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OCROV 는 언어 지역사회 협력단체들로부터 오렌지 카운티 내 존재하는 언어 

지역사회의 지리적 분포에 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무료 유권자 안내 전화 및 다중언어 공공 폰뱅크 

§4005(a)(10)(l)(vii), §4005(a)(10)(l)(i)(I)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OCROV 는 선거 전/후 및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직접적인 언어지원을 할 

수 있는 연방 필수 이중언어 운영 요원을 배치해 공공 폰뱅크를 운영합니다. 이중언어 유권자는 

무료 유권자 안내전화를 통해 질문하고 투표와 선거에 관련된 정보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번호는 1-888-628-6837 이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OCROV 웹사이트, 공공 지원 

안내, VIG 를 포함한 언론 홍보 및 직접적 유권자 접촉 안내 등을 통해 명시될 것입니다. 언어 

커뮤니티를 포함해 하나의 무료 전화번호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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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커뮤니티를 위한 유권자 교육 워크숍 

§4005(a)(10)(l)(i)(VI)(ib) 

EAP 의 최종 발행에 이어서, OCROV 는 장애인 유자격 투표자의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몇 차례의 유권자 교육 워크샵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워크샵은 투표 센터 제도, 가능할 시 

투표 기기 시연, 투표 기기 사용, 투표지 반납 정보, 원거리 이용 우편투표용지 (RAVBM) 수령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다루고 있습니다.  

OCROV 는 워크샵 횟수, 일시, 장소, 그리고 장애인 유권자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자료 배포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 CEW VAAC 및 장애인 커뮤니티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가능성 

있는 방안으로는 RAVBM 이나 투표 센터에서 장애인 유권자들에게 주어질 지원 등의 주제로 

안내성, 정보성 비디오 제작입니다.   

이러한 워크샵 행사 정보는 적어도 해당 날짜 10 일 전에 공지되며 VAAC 와 장애인 지역 사회 

단체들에게 전달됩니다.  

원거리 장애인 우편투표 아웃리치 

§4005(a)(10)(l)(i)(II) 

OCROV 는 2020 년 CEW VAAC 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 유권자들에게 RAVBM 에 대해 

알릴 수 있는 홍보활동을 실시했습니다. 2020 년 11 월 3 일 대통령 총선거시 6,000 명이 넘는 

유권자가 RAVBM 체제에 접속하였으며 2,000 명 가까이 되는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다운로드하였습니다. OCROV 는 이러한 사용을 증가시키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입니다. 

고등학교 

OCROV 는 외부 수상 경력이 있는 MyBallot프로그램을 통해 고등학교들과 단단한 관계가 

형성하였습니다. MyBallot 프로그램은 고등학생들에게 투표의 역사와 투표지 발급, 공식 

투표기기를 이용한 학생 선거 진행, 선거 결과 집계를 배울 수 있는 다방면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2010 년 처음 시작한 이래, 22 개의 고등학교에서 4 천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선거 절차와 

투표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MyBallot 프로그램은 기존의 투표소 제도에 맞춰 짜여졌으며 투표 센터 제도로의 전환에 맞게 

재해석될 예정입니다. OCROV 는 예비 유권자 등록 기회, 투표 센터 제도 아래 시행될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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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유권자 등록방법 교육 제공 등을 통해 고등학교들과의 기존 관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OCROV 는 캘리포니아 SOS 가 모든 주 카운티에 걸쳐 연 2 회 실시하는 고등학교 유권자 

교육 주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OCROV 는 교육자와 직접 협력하여 투표 역사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제공하고, 온라인 등록을 안내하며, 투표 및 선거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대학교 

오렌지 카운티 내에는 약 28 개의 대학들이 있습니다. OCROV 는 캠퍼스 내 투표와 선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 테이블 행사, 학생 단체들에게의 유권자 등록 교육, 그리고 수업시간과 

학생 단체 회의시간 중의 강연을 통해 대학들과의 관계를 쌓아왔습니다.  

또한, OCROV 는 학생, 교수진, 교직원들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재디자인된 마케팅 자료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이동식 투표소 및 팝업 이동식 투표소를 대학 캠퍼스에 도입해 왔습니다.  

전례로는 그간 선거철 동안 Saddleback College, Golden West College, CSU Fullerton, 

UC Irvine 에 설치되었던 팝업 이동식 투표소가 있습니다.  

여러 대학들이 2020 선거부터 캠퍼스에 투표 센터를 운영하거나 또는 투표용지 투입함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선거에 OCROV 는 지속적으로 다른 지역 대학들과도 비슷한 기회를 

모색할 것입니다. 

협력 사업체 

OCROV 는 강연, 유권자 등록 교육, 그리고 회의 시 안내 테이블 설치 등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체 협회들 및 상공회의소들과 협력을 맺을 것입니다. 지난 협업으로는 Ladera Ranch 

상공회의소의 Harvest Festival 에 팝업 이동식 투표소 제공이 있으며 지역 상공회의소 주최 

행사들에서 투표 관련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강연과 지역행사 

강연 

OCROV 의 아웃리치활동 중 강연 부문은 오렌지 카운티 전역 다양한 배경의 유권자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양하고 넓은 지역을 포괄하는 이 활동은 다음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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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센터 제도로의 전환을 포함해 유권자들에게 선거 절차 교육 

• 특별 프로그램, 온라인 기능, 그리고 유권자 등록 관련 정보 제공 

• 관계 형성과 협력 기회 도모 

 

중점은 지역사회와 크고 작은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강연은 다양한 지역사회의 회의와 행사에 

참여하고 초당파적인, 중립적인, 그리고 문화적 정서와 이해가 담긴 발표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많은 단체들이 존재하는 만큼, 강연은 OCROV 가 지원 서비스를 홍보하고, 

관계를 수립하고, 다양한 지역 사회와 교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정 단체들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지역사회 단체 • 교회 • 시민권 수업 

• 로터리 클럽 • 대학 • 전문가 협회 

• 학부모 교사 협회 • 학생 단체 • 공공 지원 기관 

• 문화 단체 • 비영리 단체 • 청소년 그룹 

• 봉사 단체 • 노인회관  

 

투표 기기 시연 

상세한 조달 절차를 거쳐, 2019 년 9 월에 오렌지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새로운 투표 기기가 15 년 된 기기를 대체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투표 체제는 미 선거 지원 협회 

(U.S. 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와 주 총무처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투표가 더욱 

쉽고 유권자들에게 편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요성을 알리고 공공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OCROV 는 대중이 새로운 투표 기기를 직접 보고 

체험해 볼 수 있도록 2020 년 선거시 20 회가 넘는 투표 기기 시연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 19 로 인한 보건 및 예방수칙으로 투표 기기 시연은 일시 중단되었으며 안전하다고 

판단될 시 재기할 것입니다. 

커뮤니티 행사  

지역 사회 내 OCROV 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 OCROV 는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행사들에 

참석률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OCROV 는 이러한 행사에 참석하여 투표 센터 

제도로의 전환, 투표, 그리고 기타 선거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직원들은 대중과 

소통하고, 질문에 답변하고, 유권자 등록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이러한 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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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함으로서 OCROV는 카운티 전역 수 천명의 지역사회 주민들과 접촉할 것입니다. 2020 년 

선거철에 진행 가능성 있는 지역사회 행사들은 부록 86 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 및 정부기관 

OCROV 는 투표 센터 체제로의 투표 전환에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정부기관 및 선출직 

공무원들과의 기존 업무 관계를 향상시켜 왔습니다. 

2020 년 OCROV 는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공공 기관에 투표 센터 또는 투표용지 투입함을 

설치하고, 실제 장소와 온라인에서 정보 자료 열람하도록 하며, 투표 센터와 투표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달하는 등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OCROV 는 OCROV, 선출직 공무원 및 정부 기관 간에 정보를 전달하고 유권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시 서기관들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아웃리치 협력 

2-1-1 과의 협력 

OCROV 는 투표 및 선거 정보를 배포하기 위해 2-1-1 Orange County 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2-1-1 오렌지 카운티는 오렌지 카운티 주민에게 커뮤니티 보건과 지원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와 정보 전달 시스템을 제공하는 비영리 501(c)(3) 단체입니다. 

2-1-1 정보 및 추천 전문가가 투표 센터 정보를 받고, 지원을 요청한 유권자에게 가장 가까운 

투표 센터 또는 투표용지 투입함을 찾을 수 있으며, 유권자에게 OCROV 를 연결하여 추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교통국과의 협력 

오렌지 카운티 교통국(OCTA)은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카운티 전체 대중교통의 공식 

제공업체입니다. OCROV 는 OCTA 와 협력하여 투표 센터 마케팅으로 공공 버스 및 버스 

정류장 벤치를 포장했으며, 향후 선거에 이러한 마케팅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활용함으로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유권자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차량이나 정차하는 

모든 개인에게 투표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소셜미디어 키트 

다양한 공공기관 장소에 홍보물을 제공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키트가 마련되었습니다. 번역된 

마케팅 문서 또한 정부기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패키지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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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책자 

• 전단지 

• 포스터 

• 자주 하는 질문 

• 투표 센터와 투표용지 투입함 장소 지도 및 목록 

지역사회 교류 프로그램 

전반적인 언론 계획 

§4005(a)(10)(l)(i)(I) 

오렌지 카운티 유권자들에게 투표 센터 체제에 대해 알리기 위해, OCROV 는 최대한 많이, 

여러 번 유권자들과 접촉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의 접근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셜미디어, 직접 

우편, 인쇄, 광고, 비디오, 온라인, 또는 라디오 등을 통한 접근을 이용해, 유권자가 투표 센터 

정보지/홍보물을 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매스컴의 범주를 넓혔습니다.  

협력 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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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ROV 는 기존의 협력 언론사가 대량으로 배포할 보도자료, 영상물, 그리고 소셜미디어 

내용을 제공하고 투표 센터 커뮤니케이션을 전달할 수 있는 공신력있는 언론 정보원을 찾고 

있습니다. 장애인 투표 방법, 장애인 투표지 신청, 투표 센터와 투표용지 투입함 장소, 다른 

전반적인 선거 정보 및 투표 관련 새로운 소식은 협력 언론사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협력 

언론사 목록을 보시려면 부록 51 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더불어, 닐 켈리 (Neal Kelley) 선거관리국장은 선거 관련 전문가로서 지역 및 전국구 언론에 

자주 얼굴을 비추며 선거공무원의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자리는 거시적인 

커뮤니케이션 변화를 위해 사용됩니다. 

언어 협력 언론사 

§4005(a)(10)(l)(i)(l) 

오렌지 카운티의 다양한 지역사회는 타 언어 협력 언론사를 포함해 다양한 경로로 새로운 

뉴스와 정보를 수령합니다. OCROV 는 이러한 언어 커뮤니티와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정직원이 있으며 스페인어, 중국어, 베트남어, 한국어, 페르시아어, 일본어, 힌디어, 구자라티어, 

그리고 타갈로그어를 하는 지역사회 언론사들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왔습니다. 향후 선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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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정보와 무료 유권자 지원 핫라인은 언어 협력 언론사들에게도 전달됩니다. 언어 협력 

언론사 목록을 보시려면 부록 54 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직접적인 유권자 접촉 

§4005(a)(10)(l)(i)(X) 

OCROV 는 OCROV 의 무료 유권자 지원 핫라인과 선거와 투표에 관한 변화 내역에 두 번에서 

네 번까지의 직접 우편을 유권자들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우편의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투표 

센터 브랜딩과 메세지를 통해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우편은 또한 

투표 방법, 투표 센터 및 투표용지 투입함 위치와 운영시간, 혹은 유권자 정보 안내서 (VIG)나 

우편투표 용지 (VBM) 수령 관련 정보를 포함하였습니다.  

타 언어 혹은 장애인 편의 선거물 신청을 위한 우편료가 지불된 엽서 

§4005(a)(8)(B)(iii) 

모든 등록유권자는 캘리포니아 선거법 §14201 과 연방 선거권법 §203 에 의거해 장애인 편의 

VBM 혹은 타 언어로 된 선거물을 신청할 수 있는 우편료가 지불된 엽서가 포함된 VIG 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엽서 작성과 환송방법은 VIG와 OCROV 웹사이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 지원 안내 

§4005(a)(10)(l)(i)(VIII), §4005(a)(10)(l)(i)(IX) 

OCROV 는 다양한 길이와 주제로 70 여개의 영상물을 만들었습니다. 영상들은 유권자들에게 

선거 날짜를 알리고 다양한 투표용지 반납방법 등의 정보와 방법을 제공합니다 (필수언어로 

번역됨). 영상들은 무료 장애인 유권자 핫라인을 통해 질문하고 선거와 투표 관련 정보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도 알리고 있습니다.   

촬영은 투표 센터 구조 예시 및 투표 센터의 외부 전경과 투표용지 투입함등을 공개하며 오렌지 

카운티 전역의 다양한 장소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영상물은 자막을 포함하고 있으며 시각 또는 청각 장애가 있는 유권자들에게도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더불어, 영상들은 스페인어, 베트남어, 중국어, 한국어, 타갈로그어, 일본어, 

구자라티어, 힌디어, 그리고 페르시아어로 지원됩니다. 내용물은 일반 협력 언론사와 언어 협력 

언론사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일반 협력 언론사 목록은 부록 52 쪽을, 언어 협력 언론사 목록은 

부록 54 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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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 

OCROV 는 새로운 유권자의 이목을 끌고 기존 유권자에게 주요 일정, 행사, 투표 요령, 투표 

센터 및 투표용지 투입함 장소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OCROV 는 투표 센터 관련 정보를 알리고 18-25 세 사이의 젊은 유권자층, 타 언어 언론사를 

즐겨 보는 사회 일원, 또는 장애인 유권자 지지에 관심이 있는 개개인 등 오렌지 카운티 내 

특정한 인구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 페이스북을 활용하였습니다.  

아래는 유권자들에게 투표 센터로의 전환에 대해 알리고 교육하는 전반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소셜 미디어 전략입니다: 

•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투브에 오렌지 카운티 선거관리국의 활동 확대 

• 특정 대상으로, 사이트에 알맞은 내용을 규칙적인 일정으로 게재  

• 소셜 미디어를 통한 지역사회의 활발한 일원들과 의미있는 교류 

• 소셜 미디어에서의 진실된 논의 야기 및 육성 

• 투표 센터, 홍보, 교육, 그리고 훈련에 맞춰 기능할 수 있도록 현 오렌지 카운티 

선거관리국 유투브 채널에 있는 영상물 내용 향상 

웹사이트 

§4005(a)(10)(l)(i)(IV) 

OCROV 웹사이트 (ocvote.com)는 대중을 위한 투표 센터 정보와 자료의 주된 기반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OCROV 웹사이트 내 정보는 접근 가능한 포맷으로 되어 있으며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EAP, 장애인 VBM 신청 방법, 장애인 투표 기기 사용 방법, 투표 센터와 

투표용지 투입함 목록, 그리고 VCA 과 관련된 기타 정보를 포함합니다.   

웹사이트는 또한 스페인어, 중국어, 베트남어, 그리고 한국어로 번역되고 있어 이 언어를 

사용하는 제한적 언어 구사능력을 가진 유권자도 투표 센터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가 있는 유권자들도 지원 기기를 이용해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투표 센터 뉴스레터 

2019 년 봄부터 오렌지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새로운 계획 소식, 홍보활동 정보, 그리고 대중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주간 투표 센터 뉴스레터를 창간하였습니다. 그간 뉴스레터는 

설문 조사 데이터 분석, 투표 센터 워크숍 정보, 그리고 투표 센터와 투표용지 투입함 장소 의견 

제시 방법을 포함했습니다. 약 6,500 여명의 OCROV 뉴스레터 구독자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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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센터 뉴스레터 예시는 부록 101 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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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투표 

OCROV 는 직접 투표할 수 있는 방도가 제한적일 수 있는 특수한 장소나 지역의 유권자들을 

위해 이동식 투표를 도입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교류 이동식 투표소 

더욱 효과적이고 눈에 띄는 유권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OCROV 는 전용으로 개조되어 

만들어진 지역사회 교류 이동식 투표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동식 홍보 차량은 완전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내부에 상호작용을 하는 투표화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이동 중 

투표를 포함해 민주주의적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2004 년도 부터 저희 이동식 투표소는 다수의 지역 행사, 퍼레이드, 그리고 야외 장소에 

소개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차량들은 모든 구비가 되어 있는 투표 장소로서 공식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왔으며 대체 투표 센터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준비됩니다. 이들은 이러한 

류의 첫 번째로 탄생되었으며 전국 각 지역에서 모사되어왔습니다.  

팝업 이동식 투표소 

OCROV 는 유권자 동향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대중의 긍정적인 이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팝업스토어나 음식점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궁극적으로, 간단한 디자인 원칙과 행사 마다 바뀔 수 있는 특정 대상 간판등과 같은 

공인된 전략을 이용해 대중의 관심을 얻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이동식 시설은 OCROV 가 기관 전체에 걸쳐 착수한 마케팅과 브랜딩 계획에 걸맞는 자체 

제작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의 이동성은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OCROV 가 

투표 기회, 투표 센터 정보 및 유권자 경험 향상 제공을 위해 소수인구 및 인구밀집이 높은 

장소들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팝업 이동식 투표소는 향후 선거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지역적으로 외딴 곳에 있는 

유권자들에게 접촉하고 많은 유권자들에게 접촉할 행사들의 균형을 맞추어 장소가 마련될 

것입니다. 유권자들은 이동식 투표 기회에 대해 VIG 나 VBM 을 통해 소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날짜, 장소 및 운영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VIG 와 웹사이트 ocvote.com 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팝업 이동식 투표소의 사진을 보시려면 100 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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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아웃리치 예산안 

§4005(a)(10)(l)(i)(VII), §4005(a)(10)(l)(i)(VII) 

유권자 교육 및 아웃리치 예산과 지난해 예산과의 비교 

활동 

2018 년 6 월 

투표소 

실제비용 

2018 년 11 월 

투표소 

실제비용 

2020 년 3 월 

투표 센터 

예산 

2020 년 3 월 

투표 센터 

실제비용 

광고 $38,634 $111,041 $1,500,000 $1,580,302 

신문 법적 광고 $50,000 $36,765 

기타 광고 $84,945 $31,325 

아웃리치 $124,342 $16,182 $500,000 $985,830 

기타 아웃리치 운영 $45,000 $45,428 

유권자 아웃리치 행사 $10,000 $1,449 

주 총무처장관 아웃리치 지원금/계약 자금 $1,875,000 $2,566,132 

 

활동 

2020 년 

11 월 

투표 센터  

예산 

2020 년 

11 월 

투표 센터 

실제비용 

2022 년 

6 월 

투표 센터 

예산 

광고 $100,000 $1,484,416 $100,000 

신문 법정 광고 $40,000 $13,541 $40,000 

기타 광고  $22,654  

아웃리치  $78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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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웃리치 운영 $45,000 $116,823 $45,000 

유권자 아웃리치 행사 $10,000 $0 $10,000 

주 총무처장관 아웃리치 지원금/계약 자금 $0 

 

$2,393,7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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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공청회 

커뮤니티들을 포용하기 위해, 특정 워크샵에서는 언어지원이 마련되었으며 장애인 

커뮤니티에게도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커뮤니티 워크숍 수 

장애인 커뮤니티 1 

스페인어권 1 

베트남어권 1 

한국어권 1 

중국어권 1 

타갈로그어권 1 

페르시아어권 1 

구자라티어권 1 

힌디어권 1 

일본어권 1 

LAAC/VAAC 2 

공청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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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센터 워크숍의 전체 일정은 아래 전체 투표 센터 워크숍 전단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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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및 지역 행사 예시 

  

강연 및 지역 행사 예시 

행사 이름 도시 주최 기관 

2019 Orange County Lantern 

Festival 
Costa Mesa 

Orange County's Pacific 

Symphony and South Coast 

Chinese Cultural Center 

Citizenship Ceremonies - March 

2019 (1) 
Anaheim USCIS 

Citizenship Ceremonies - March 

2019 (2) 
Anaheim USCIS 

First Annual - Aging Together - 

Health and Resource Fair 

AASCSC 

Santa Ana 

Orange County Asian and Pacific 

Islander Community  Alliance 

(OCAPICA), and Asian American 

Senior Citizens Service Center 

(AASCSC) 

6th Annual Persian New Year 

Festival 
Irvine 

Iranian-American Community 

Group of Orange County (IAC 

Group) 

Laguna Niguel High School Job 

& College Fair 

Laguna 

Niguel 
Laguna Niguel High School 

Persian New Year Picnic Day Irvine 

Network of Iranian-American 

Professionals of Orange County 

(NIPOC) 

Los Amigos of OC Meeting Anaheim Los Amigos of OC 

2019 FoCE Conference Sacramento 
Future of California Elections 

(FoCE) 

VIAN High School Involvement 

Meeting 
Irvine VIAN, WeIrvine 

City of Westminster 2019 Spring 

Festival 
Westminster Westminster City 

Katella High School Voter 

Education Weeks 
Anaheim Katella Hig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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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및 지역 행사 예시 

Pacifica High School Civics 

Class Presentations 

Garden 

Grove 
Pacifica High School 

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 Regional Seminar 
Irvine 

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 

Earth Day Event at Golden West 

College 

Huntington 

Beach 
Golden West College 

Achieve Better Communication 

(ABC) Meeting 
Tustin Achieve Better Communication 

Northwood High School Voter 

Education Weeks 
Irvine Northwood High School 

Beckman High School Meet the 

Professionals Fair 
Irvine Beckman High School 

Irvine Republican Women 

Federated Meeting 
Irvine 

Irvine Republican Women 

Federated 

SOKA International Festival Aliso Viejo SOKA University 

Cinco de Mayo Fiesta Anaheim Anaheim Fiesta United, Inc. 

14th Annual AAPI Heritage 

Month Celebration 
Bellflower Southern CA Edison 

State of the Community Fullerton Fullerton Collaborative 

"72nd California LULAC Annual 

State Convention" -Building 

Bridges for Unity 

Garden 

Grove 
LULAC 

Vesak Festival - Buddha's 

Birthday Celebration 

Garden 

Grove 
Giac Ly Buddhist Monastery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of Orange County 

Introduction 

Garden 

Grove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of Orange County 

Orange County Asian Chamber 

Leadership Mixer 
Costa Mesa 

Asian Business Association of 

Orange County (ABAOC) 

Voice of Change Anaheim 

OC Health Care Agency (OCHCA) 

and Orange County Asian and 

Pacific Islander Community 

Alliance (OCAPICA) 

VIAN School Year-End Meeting Irvine V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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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및 지역 행사 예시 

2019-06-02 Together We Will 

OC Voter Registration Training 
Irvine Together We Will OC 

KUCI OC Spotlight Talk Radio 

Show 
 KUCI 

Annual Orange County Hiring 

Fair 
Costa Mesa 

Michelle Steel, Supervisor, 2nd 

District Orange County Board Of 

Supervisors And KACC Foundation 

Peace & Justice Ministry Voter 

Registration Presentation 
Santa Ana 

Volunteers of the Peace & Justice 

Ministry at the Christ our Savior 

Parish. 

AASCSC's 30th Anniversary 

and Dragon Boat Festival 

Celebration 

Santa Ana 
Asian American Senior Citizens 

Service Center (AASCSC) 

Annual Filipino-American 

Lawyers of Orange County 

Membership Meeting and 

FACCOC Mixer 

Newport 

Coast 

Filipino-American Lawyers of 

Orange County (FLOC) 

Tabling Sunday Mass Christ Our 

Savior Parish 
Santa Ana Christ Our Savior Parish 

ITZ Happenin! Radio Show 

Interview 
 ITZ Happenin! 

Los Amigos Community Forum Anaheim  

Laguna Woods Republican Club 

ROV Tour 
Santa Ana ROV 

National Disability Voter 

Registration Week 
Anaheim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s Breakfast with 

Police Chiefs 

Garden 

Grove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Orange County 

Asian Americans In Action 

Community Mixer 
Santa Ana Asian Americans In Action 

Orange County Labor 

Federation Candidate Academy 
Buena Park OCLF 

OC Fair Costa Me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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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및 지역 행사 예시 

City of La Palma Civic Expo & 

National Night Out 
La Palma City of La Palma 

OC Fair Costa Mesa  

Anaheim Democrats Club Anaheim Anaheim Democrats Club 

OC Fair Costa Mesa  

 

시 공무원과 정부기관 

OCROV 는 정부 기관 및 선출직 공무원들과의 기존 업무 관계를 활용하여 투표 센터로의 

전환과 지속적인 공교육 노력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였습니다. 정부 기관과의 수많은 행사와 

강연 지속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 관계자와 정부 직원은 OCROV 의 첫 번째 파트너로서 

투표 센터 지원 및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보급과 주민 홍보를 위한 다음과 같은 멀티미디어 자료들이 정부기관에 마련되었습니다: 

• 그래픽(요청에 따른 다양한 형식 제공) 

• 보도자료 

• 뉴스레터 

• 웹페이지 링크 

• 영상물 

• 라디오 광고 

• 안내 책자 

• 자주 묻는 질문들 

• 홍보물 

• 광고 및 포스터 

• 소셜미디어 키트 

• 스타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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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파트너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단체가 투표 센터 홍보와 교육에 OCROV 와 협력하기를 원하신다면 

웹사이트 website ocvote.com/community 를 방문하시거나 

ocvoter@rov.ocgov.com 으로 이메일 하십시오. 

 

언어 커뮤니티 파트너 

• Achieve Better Communication 

• Alliance for Justice 

• Alliance Rehabilitation 

• Anaheim Spanish Adventist Church 

• Asian American Senior Citizens Service Center 

•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 Los Angeles 

•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 Orange County 

• Association of the Vietnamese Language & Culture Schools of 

Southern California 

• Boat People SOS 

• Council on American-Islamic Relations - California 

• Cambodian Family 

• Catholic Charities of Orange County 

• Center for Asians United for Self Empowerment 

• Centro Cultural de Mexico 

• Chinese American Association of Orange County 

• Chinese American Mutual Association 

• CIELO 

• Comunidad Forum 

• CSUF Asian Pacific American Resource Center 

• De Colores OC 

• El Modena  

• Family Enrichment 

• Filipino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 Fundacion de Sobrevivientes de Trafico 

• Hispanic Bar Association of Orange County 

• Hispanic Women Network 

• Hispanic Chamber of Commerce of Orange County 

• Institute of Vietname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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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커뮤니티 파트너 (계속) 

• inter-Community Action Network 
 

• Iranian Circle of Women's Intercultural Network 

• Irvine Evergreen Chinese Senior Association 

• Korean American Center 

• Korean Community Services 

• Korean Resource Center 

• Latino Health Access 

• Los Amigos of Orange County 

• LULAC Anaheim 

• LULAC Santa Ana 

• LULAC Fullerton College 

• LULAC Santa Ana 

• Mexican American Legal Defense and Education Fund 

• National Association of Latino Elected Officials 

• Network of Iranian-American Professionals of Orange County 

• National Hispanic Business Association 

• North Orange County Chinese Culture Association 

• Orange County Asian Pacific Islander Community Alliance 

• Orange County Chines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 Orange County Herald Center 

• Orange County Hispanic Chamber of Commerce 

• Orange County Youth Immigrant United 

• Overseas Community Care Network of Orange County 

• Parent Union Santa Ana 

• South Asian Network 

• South Coast Chinese Cultural Association/Irvine Chinese School 

• Southern California Council of Chinese Schools 

• Taller San Jose 

• Union of Vietnamese Student Association 

• Vietnames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 VietRISE 

• Voting Involvement Association Nonprofit 

• WeIrv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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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지원 카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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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커뮤니티 파트너 

• Age Well Senior Services 

• Braille Institute 

• California Council for the Blind 

• California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 Coastline College Special Programs 

• Council on Aging 

• Dayle McIntosh Center 

•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 Disability Student Services - Cal State University Fullerton 

• Disability Student Services - Fullerton College 

• Disability Student Services - Santiago Canyon College  

• Down Syndrome Association of Orange County 

• Easterseals 

• North Orange County Senior Collaborative 

• OC Deaf Equal Access Foundation 

• OC In-Home Supportive Services Public Authority 

• Orange County Transportation Authority 

• Project Independence 

• Regional Center of Orange County 

• Sensory Impaired Guidance Network 

• State Council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 United Cerebral Palsy of Orange County 

•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Disability Services Center 

• Vocational 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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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문직, 또는 특정 지지단체 

•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 Democratic Party of Orange County 

• Future of California Elections 

• Green Party of Orange County 

• League of Women Voters of Orange County 

• National American Association of Colored People 

• Orange County Communities Organized for Responsible 

Development  

• Orange County Congregation Community Organization 

• Orange County Employee Association 

• Orange County Labor Federation 

• Orange County Professional Firefighters Association 

• Republican Party of Orange County 

• Republican Women Federated of Orange County 

• Retired Employees of Orange County 

• Resilience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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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언론사 

만약 귀하나 귀하의 단체가 투표 센터 홍보와 교육에 있어 OCROV 와 파트너십을 맺기를 

원하신다면, ocvote.com/votecenter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ocvoter@rov.ocgov.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언론사 이름 유형 

Aliso Viejo News Newspaper 

Anaheim Bulletin Newspaper 

Associated Press (AP) Orange County 

California  Newspaper 

Capistrano Dispatch  Newspaper 

Capistrano Valley News  Newspaper 

Chapman University Panther 

College/University 

Newspaper 

Coast Magazine Magazine 

Costa Mesa Daily Pilot Newspaper 

CSUF Daily Titan 

College/University 

Newspaper 

Cypress College Chronicle 

College/University 

Newspaper 

Dana Point Times Newspaper 

Fullerton College Hornet 

College/University 

Newspaper 

Huntington Beach News Newspaper 

Irvine World News Newspaper 

KABC TV 7 (ABC) Television  

KCAL TV 9 Television  

KCBS TV 2 (CBS) Television  

KCOP TV 13 (MyTV)  Television  

KDOC TV 56  Television  

KFI AM 640  Radio 

KLCS TV 58 (PBS)  Television  

KNBC TV 4 (NBC)  Television  

KNX AM 1070  Radio 

KOCE TV 50 (PBS)  Tel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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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A TV 5 (CW)  Television  

KTTV TV 11 (Fox)  Television  

KUCI FM 89.3 Radio 

Laguna Beach Independent Newspaper 

Laguna News-Post Newspaper 

Laguna Woods Globe  Newspaper 

Los Angeles Times Newspaper 

New University 

College/University 

Newspaper 

OC Weekly Magazine 

OCC Coast Report 

College/University 

Newspaper 

Orange City News Newspaper 

Orange Coast Magazine  Magazine 

Orange County Business Journal Newspaper 

Orange County Register  Newspaper 

Orange County Reporter  Newspaper 

Saddleback Valley News  Newspaper 

San Clemente Times  Newspaper 

Seal Beach Sun  Newspaper 

Tustin News  Newspaper 

UCI New University  

College/University 

Newspaper 

Voice of OC Newspaper 

Western Outdoors News  Newspaper 

Westminster Journal  Newspaper 

Westways Magazine  Newspaper 

Yorba Linda Star  News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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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협력 언론사 

 

언어 언론사 이름 

Farsi (Persian) Orange County Persian Community TV 

Farsi (Persian) Dakeeh Magazine 

Farsi (Persian) Seeb Magazine 

Farsi (Persian) PAYAM ASHENA  

Farsi (Persian) KIRN - Radio Iran 670 AM 

Farsi (Persian) Iranian Hotline 

Tagalog Radio Filipino USA 

Tagalog California Journal for Filipino Americans 

Tagalog Asian Journal - Southern California 

Vietnamese VNA TV  

Vietnamese KVLA 57.3 TV 

Vietnamese Little Saigon Radio 

Vietnamese Nguoi Viet Daily News 

Vietnamese Vien Dong 

Vietnamese Viet Bao 

Vietnamese Pho Bolsa TV 

Vietnamese Little Saigon TV 

Chinese World Journal 

Chinese Sing Tao Daily 

Chinese Taiwan Daily 

Chinese Chinese L.A. Daily News 

Chinese CCYP 

Chinese US News Express 

Chinese ChineseNewsUSA.Com 

Chinese Five Continents & Four Oceans News 

Chinese Pacific Times 

Chinese The China Press 

Chinese The Epoch Times  

Chinese La JaJa Kids 

Chinese Eastern Television (ETTV) America  

Chinese New Tang Dynasty Television (NTDTV) 

Chinese The Sound of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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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Sky Link TV 

Chinese SINO TV 

Chinese Phoenix Satellite TV 

Korean The Korea Daily 

Korean Korea Times 

Korean Korea Town Daily 

Korean The Weekly Herald 

Korean Town News 

Korean SBS International 

Korean MBC America 

Korean KBS America 

Korean Radio Korea-AM 1540 

Korean Radio Seoul-AM 1650 

Korean Woori Radio - AM 1230 

Korean Korean Gospel Broadcasting-AM1190 

Korean TVK24 

Korean Dongpo News 

Korean YTN 

Korean Christian Vision 

Korean Kukmin Daily 

Korean Dongpo Journal 

Korean Sunday Journal 

Korean CGN TV 

Korean Christian Herald 

Korean Uri Radio 

Korean Media Group 

Spanish Santa Ana Noticias 

Spanish Azteca 

Spanish Rumores Newspaper 

Spanish Para Todos 

Spanish El Aviso 

Spanish Excelsior 

Spanish HOY 

Spanish La Opinion 

Spanish KMEX-TV (Un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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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ish KVEA-TV (Telemundo) 

Spanish KVEA-TV (Telemundo) 

Spanish KWHY-TV 

대중 의견 

커뮤니티 선거 실무그룹 

커뮤니티 선거 실무그룹 (CEW)은 열려있고 접근 가능한 선거가 되도록 자문하는 25 인으로 

구성된 커뮤니티 자문위원단입니다. 

CEW 회원 

이름 단체 

CEW Chair, Ruben Alvarez, Jr. Publisher, Stay Connected OC 

CEW Vice-Chair, Lucinda 

Williams 
City Clerk, City of Fullerton 

시 서기관   

Adria M. Jimenez  City Clerk, City of Buena Park 

Theresa Bass  City Clerk, City of Anaheim 

Daisy Gomez  City Clerk, City of Santa Ana 

Lucinda Williams  

(CEW Vice-Chair) City Clerk, City of Fullerton 

아시안 커뮤니티   

Tammy Kim   
Managing Director, Korean American Center / 

Korean Community Services 

Mike Chen 
Chairman, South Coast Chinese Cultural 

Association to Asian Community 

Tim Cheng (CEW LAAC Co-

Chair) 

Co-President, Asian American Senior Citizens 

Service Center 

Charles Kim 
President, inter-Community Action Network 

(iCAN) 

라티노 커뮤니티   

Alba Ramiro 
Parish Ministry Coordinator, Catholic Charities 

of Orange County 

Ruben Alvarez, Jr. (CEW 

Chair) Publisher, Stay Connected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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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W 회원 

이름 단체 

Eddie Marquez, J.D.  Executive Board Member, OC Hispanic Chamber 

Marisol Ramirez  
Community Engagement Lead, Regal Medical 

Group 

장애인 커뮤니티   

Evelyn Farooquee    
Program Director, Easterseals of Southern 

California 

Debra Marsteller  Executive Director, Project Independence  

Paul Spencer  Attorney,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Paul Spencer  Attorney,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Gabriel Taylor (CEW VAAC 

Co-Chair) 
Voting Rights Advocate 

노년층   

Judith Barnes  Member of the Public 

투표 센터 선거 지원요원   

Moneka Walker-Burger Member of the Public 

Mary Jo Rowe Member of the Public 

민주당   

Ajay Mohan  
Executive Director, Democratic Party of Orange 

County 

공화당   

Randall Avila  
Executive Director, Republican Party of Orange 

County 

기타 정당   

David Landry 
Chairperson, Peace and Freedom Central 

Committee 

여성유권자연맹   

Wanda Shaffer  Representative, League of Women Voters of OC 

청년 대표   

Alexander Williams  Member of the Public 

재향 군인   

Lyle Brakob  Member of the Public 

기타   

Garrett M. Fahy  Election Law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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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W 회원 

이름 단체 

Brianna M. Calleros Community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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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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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지원 위원회 & 언어지원 위원회 

2017 년 초에 시행된 CEW 분과 위원회 선거지원 자문위원회 (VAAC)와 CEW 분과 위원회 

언어지원 자문위원회 (LAAC)는 커뮤니티 선거 실무그룹의 두 독립적인 위원회로서 투표 

센터와 투표 방법과 관련해 장애인 유권자와 소수언어 커뮤니티를 담당합니다.  

VAAC 와 LAAC 는 특히 장애인 유권자들, 언어지원이 필요한 유권자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들을 위해 자문할 수 있도록 설립되었습니다. 안건들은 유권자 교육 및 홍보, 협력 기회 

마련과 대중의견 및 운영 모범 사례를 제시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단체가 이러한 지역 사회 자문위원회들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으시거나 

회원가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웹사이트 ocvote.com/cew 에 방문 또는 

ocvoter@rov.ocgov.com 으로 이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mailto:ocvoter@rov.ocgo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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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지원 자문위원회 

CEW – 장애인 선거 위원회는 커뮤니티 선거 실무그룹의 독립적인 위원회로서 투표 센터와 전체 

우편투표 선거에 관해 장애인 유권자의 필요사항을 고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선거지원 자문위원회의 법적 요구조건을 준수합니다. 

이름 단체 

Andrea Pitsenbarger California Council for the Blind 

Dan Quinn Easter Seals 

Debra Marstellar Project Independence 

Edward Roth Disability Student Services - Fullerton College 

Elizabeth Campbell Dayle McIntosh Center 

Gabriel Taylor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Jamie Cansler Council on Aging 

Larry Singer Advocate 

Lucy Carr-Rollitt 
Disability Student Services - Santiago Canyon 

College 

Melanie Masud Orange County Transportation Agency 

Paul Spencer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Phillip Reeves Braille Institute Anaheim Center 

Reina Hernandez Regional Center of Orange County 

Starr Avedesian 
Disability Student Services - Santiago Canyon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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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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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지원 자문위원회 

CEW 언어지원 자문위원회는 커뮤니티 선거 실무그룹의 독립적인 위원회로서 투표 센터와 전체 

우편투표 선거에 관해 소수언어 커뮤니티들의 필요사항을 고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언어지원 자문위원회의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합니다. 

Name Organization 

Alba Ramiro Catholic Charities of Orange County 

Charles Kim inter-Community Action Network 

Faye Hezar Iranian Circle of Women's Intercultural Network 

Jini Shim Korean American Center 

Jonathan Paik Orange County Civic Engagement Table 

June Shang Achieve Better Communication 

Kerry Lieu Irvine Evergreen Chinese Senior Association 

Kiyana Asemanfar California Common Cause 

Kwang Ho Kim Korean Community Services 

Mike Chen South Coast Chinese Culture Association  

Myung Suh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Orange County 

Natalie A. Tran 
Department of Secondary Education at CSU 

Fullerton 

Sudabeh (Sudi) 

Farokhnia 
Iranian Circle of Women's Intercultural Network 

Hon. Tammy Kim Korean American Center 

Teresa Mercado-Cota Santa Ana College 

ThuyVy Luyen 
Association of the Vietnamese Language & Culture 

Schools of Southern California 

Tim Cheng Asian American Senior Citizens Service Center 

Tracy La VietRISE 

Vattana Peong Cambodian Family 

Zeke Hernandez Santa Ana LULAC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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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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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센터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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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센터 및 투표용지 투입함 장소 목록 

투표 센터 및 투표용지 투입함 섭외 절차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투표 센터 및 투표용지 

투입함의 가장 최신 목록은 웹사이트와 VI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웹사이트에 

있는 조회 도구를 사용하여 가장 가까운 투표 센터 및 투표용지 투입함의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11 일 운영 투표 센터 

2020 년 3 월 대통령 예비 선거의 경우 VCA 체제 아래 11 일 및 4 일 장소의 투표 센터가 

실시되었습니다. 대유행으로 인해 2020 년 11 월 총선거시 최소 4 일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자격요건을 수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투표 센터는 2020 년 2 월 22 일 토요일부터 2020 년 2 월 28 일 금요일까지는 오전 8 시부터 

오후 5 시까지; 2020 년 2 월 29 일 토요일부터 2020 년 3 월 2 일 월요일까지는 오전 8 시부터 

오후 8 시까지, 그리고 선거일인 2020 년 3 월 3 일은 오전 7 시부터 오후 8 시까지 

운영되었습니다. 

4 일 운영 투표 센터 

4 일간 운영하는 투표 센터의 경우 2020 년 2 월 29 일 토요일부터 2020 년 3 월 2 일 

월요일까지는 오전 8 시부터 오후 8 시까지, 그리고 선거일인 2020 년 3 월 2 일 은 오전 

7 시부터 오후 8 시까지 운영되었습니다. 

투표용지 투입함 장소 

모든 투표용지 투입함은 야외에 위치해 있으며 선거일 기준 29 일 전부터 주 7 일 24 시간 항시 

운영되며 선거일 저녁 오후 8 시에 폐쇄됩니다.  

가능할 만한 장소 추천을 원하신다면 ocvote.com/sitesuggestion에서 장소 추천서를 

작성하십시오. 이 추천서를 투표 센터와 투표용지 투입잠 장소가 최종적으로 정해질 때까지 

열람 가능합니다.  

아래 목록은 예시로 2020 년 대통령 예비선거시 투표 센터 장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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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선택법 기준 지도 

대중교통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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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우편투표 사용률 

 



페이지 77 

인구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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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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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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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자가용 소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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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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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유권자등록을 하지 않은 유자격 거주자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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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센터 또는 투표용지 투입함 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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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총선거 – 투표 센터 별 투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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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총선거 – 우편투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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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총선거 – 투표율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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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행사 캘린더 

아래 목록은 OCROV 가 보건 및 안전 수칙에 따라 2021 년과 2022 년에 추진할 참여 가능성 

있는 커뮤니티 이벤트입니다. 이벤트는 계속 추가되며, 추천사항은 

ocvoter@rov.ocgov.com 으로 이메일을 통해 접수될 수 있습니다. 

참여 가능성 있는 커뮤니티 행사 캘린더 2021 - 2022 

월 행사 이름 주최 

1 월 Asian Garden Mall Flower 

Festival 

Asian Garden Mall 

1 월 Citizenship Ceremonie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2 월 ICS Chinese New Year 

Celebration 

Irvine Chinese School (ICS) and 

South Coast Chinese Cultural 

Association (SCCCA) 

2 월 Irvine Evergreen Chinese 

Senior Association New Year 

Celebration 

Irvine Evergreen Chinese Senior 

Association 

2 월 Irvine High School Multi-

Culture Festival 

Irvine High School Parent, 

Teacher, and Student Association 

2 월 Candidate Academy Orange County Labor Federation 

2 월 UVSA Tet Festival Union of Vietnamese Student 

Association  

3 월 Braille Institute of America 

Voter Outreach and Education 

Presentation 

Braille Institute of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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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가능성 있는 커뮤니티 행사 캘린더 2021 - 2022 

월 행사 이름 주최 

3 월 Celebrate Life of Cesar 

Chavez 

St. Boniface Church 

3 월 Celebrating Korean American 

Leadership 

UCI Korean American Alumni 

Chapter 

3 월 KinderCaminata  Cypress College 

3 월 KinderCaminata  Fullerton College 

3 월 KinderCaminata  Santa Ana College 

3 월 Laguna Niguel High School Job 

& College Fair 

Laguna Niguel High School 

3 월 Lunar New Year Celebration Asian American Senior Citizens 

Service Center 

3 월 Orange County Lantern 

Festival 

Pacific Symphony and South 

Coast Chinese Cultural Center 

3 월 Persian New Year Festival Iranian-American Community 

Group of Orange County  

3 월 Persian New Year Picnic Day Network of Iranian-American 

Professionals of Orange County  

3 월 San Juan Hills High School 

Voter Registration Training 

San Juan Hills High School 

3 월 ShamROCK n' RUN St. Jude Medical Center 

3 월 Westminster Spring Festival City of Westmin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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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가능성 있는 커뮤니티 행사 캘린더 2021 - 2022 

월 행사 이름 주최 

4 월 Arts Alive Festival  City of Mission Viejo 

4 월 Beckman High School Meet the 

Professionals Fair 

Beckman High School 

4 월 City of Westminster Spring 

Festival 

City of Westminster 

4 월 Cypress Farmers Market City of Cypress 

4 월 Dia del Niño City of Santa Ana 

4 월 Dia del Niño El Centro Cultural De Mexico 

4 월 DTSA Art Walk Downtown Santa Ana 

4 월 Earth Day Event  Golden West College 

4 월 Feria de Abril Feria Los Alamitos 

4 월 Friendly Centers Resource 

Networking Event 

The Friendly Center 

4 월 Irvine Valley College Spring 

Job Fair 

Irvine Valley College 

4 월 Katella High School Voter 

Education Week Event 

Katella High School 

4 월 Voter Registration Training League of Women Voters of 

Orange County 

4 월 Love Buena Park City of Buena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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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가능성 있는 커뮤니티 행사 캘린더 2021 - 2022 

월 행사 이름 주최 

4 월 Media Arts Santa Ana (MASA) 

Mixer 

MASA/OC Film Fiesta 

4 월 Persian New Year Festival Network of Iranian-American 

Professionals of Orange County  

4 월 Dia del Niño OC Fairgrounds  

4 월 Renters Protection Forum Orange County Communities 

Organized for Responsible 

Development 

4 월 Summer Youth Job Fair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4 월 OC LGBTQ Youth Convening LGBT Center 

5 월 5 de Mayo Festival Anaheim City of Anaheim 

5 월 Asian Pacific American 

Heritage Month Forum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 Orange County 

5 월 Asian American Pacific 

Islander Heritage Month 

Celebration 

 Southern California Edison 

5 월 Battle of the Mariachis Mission San Juan Capistrano 

5 월 CIELO Showcase CIELO 

5 월 Cinco de Mayo Festival City of San Clemente 

5 월 Cinco De Mayo In Tustin City of Tus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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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가능성 있는 커뮤니티 행사 캘린더 2021 - 2022 

월 행사 이름 주최 

5 월 Student Tabling Event  CSU Fullerton 

5 월 Student Tabling Event Cypress College 

5 월 Dancing Out Stigma  Bowers Museum 

5 월 Downtown Anaheim Farmers 

Market 

City of Anaheim 

5 월 Estrella Awards Orange County Hispanic Chamber 

of Commerce 

5 월 FaCT Conference Families and Communities 

Together 

5 월 Heartbeat of Mexico Chapman University 

5 월 Irvine Evergreen Chinese 

Senior Association Monthly 

Meeting 

Irvine Evergreen Chinese Senior 

Association 

5 월 Irvine Korean Cultural Festival Irvine Korean Cultural Festival 

5 월 Jarana Carnavalera Jarana Carnavalera en California 

5 월 Mariachi Festival Viva la Vida/Calacas 

5 월 New Horizons Dinner-Cinco de 

Mayo 

YMCA of OC 

5 월 OC Greek Festival St. John the Baptist Greek 

Orthodox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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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가능성 있는 커뮤니티 행사 캘린더 2021 - 2022 

월 행사 이름 주최 

5 월 OC Human Relations Awards 

Dinner 

OC Human Relations 

5 월 Open Garden Day City of Santa Ana 

5 월 Orange County Asian Chamber 

Leadership Mixer 

Asian Business Association of 

Orange County  

5 월 Rancho Days Fiesta-Heritage 

Hill Historical Park 

OC Parks 

5 월 Saddleback College Tabling 

Event 

Saddleback College 

5 월 Santa Ana College Tabling 

Event 

Santa Ana College 

5 월 SOKA International Festival SOKA University 

5 월 State of the Community Fullerton Collaborative 

5 월 Cinco de Mayo Fiesta The Outlets at San Clemente 

5 월 UCI Anti-Cancer Challenge Run UC Irvine 

5 월 Vesak Festival - Buddha's 

Birthday Celebration 

Giac Ly Buddhist Monastery 

5 월 Vesak Festival - Mile Square 

Park 

Vietnamese American Buddhist 

Congregation 

5 월 Veterans Luncheon LULAC 

http://ocparks.com/historic/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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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가능성 있는 커뮤니티 행사 캘린더 2021 - 2022 

월 행사 이름 주최 

5 월 Veterans Resource Center 

Santa Ana College 

Santa Ana College 

5 월 Voice of Change OC Health Care Agency (OCHCA) 

and Orange County Asian and 

Pacific Islander Community 

Alliance (OCAPICA) 

5 월 Willcock Community Meeting Orange County Communities 

Organized for Responsible 

Development 

6 월 Annual Filipino-American 

Lawyers of Orange County 

Membership Meeting and Mixer 

Filipino-American Lawyers of 

Orange County  

6 월 Annual Orange County Hiring 

Fair 

Michelle Steel, Supervisor, 2nd 

District Orange County Board of 

Supervisors and KACC 

Foundation 

6 월 APIA Vote Leadership Institute Orange County Asian Pacific 

Islander Community Alliance 

6 월 Candidate Academy Orange County Labor Federation 

6 월 Celebracion y Mercadito Radio Santa Ana/Centro Cultural 

Santa Ana 

6 월 Citizenship Ceremonie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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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가능성 있는 커뮤니티 행사 캘린더 2021 - 2022 

월 행사 이름 주최 

6 월 Citizenship Fair Orange County Communities 

Organized for Responsible 

Development 

6 월 Feria de Salud Las Lomas Gardens Apartments 

6 월 Fiesta Appreciation Day - 

Caregiving Day 

Crooru Caregivers on-demand 

6 월 OCCORD Leadership Academy Orange County Communities 

Organized for Responsible 

Development 

6 월 Open House  Rancho Santiago Community 

College District 

6 월 San Juan Capistrano Summer 

Concert Series 

City of San Juan Capistrano 

6 월 Small Business Week Awards Hispanic Chamber of Commerce 

of Orange County 

6 월 Tabling Sunday Mass Christ 

Our Savior Parish 

Christ Our Savior Parish Church 

7 월 American Indian Families Walking Shield 

7 월 Candidate Academy  Orange County Labor Federation 

7 월 Summer Jazz Concert Series Segerstrom Center for the Arts 

7 월 Cypress Community Festival Cypress Community Festiv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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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가능성 있는 커뮤니티 행사 캘린더 2021 - 2022 

월 행사 이름 주최 

8 월 American Mariachi South Coast Repertory 

8 월 Brea Fest City of Brea 

8 월 Canto de Anaheim Pacific Symphony  

8 월 Chicanxs Unidxs Annual 

Fundraiser 

Chicanxs Unidxs 

8 월 Annual Civic Expo & National 

Night Out 

City of La Palma 

8 월 Concerts in the Park City of Orange 

8 월 CSU Fullerton Move-In Day CSU Fullerton 

8 월 Downtown Fullerton Farmers 

Market 

City of Fullerton 

8 월 Fiesta Music Festival San Clemente Chamber of 

Commerce 

8 월 Movies in the Park Series City of Fountain Valley 

8 월 Sizzlin’ Summer Concert 

Series 

City of Irvine 

8 월 National Night Out Mission Viejo Police Department 

8 월 OC Night Market Costa Mesa 

8 월 Orange County Fair Costa Mesa 

8 월 Placentia Certified Farmers 

Market 

City of Placen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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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가능성 있는 커뮤니티 행사 캘린더 2021 - 2022 

월 행사 이름 주최 

8 월 Sabor a Mar -

Folcklorico/Mariachi 

Relampago del Cielo 

8 월 Evening in the Park Summer 

Concerts 

City of San Juan Capistrano 

8 월 Seal Beach Farmers Market City of Seal Beach 

8 월 Senior Fitness Expo City of Irvine 

8 월 The Vic Victoria Skimboards 

8 월 Musicals and Plays Series Santa Ana College 

9 월 9/11 Commemoration The Richard Nixon Presidential 

Library & Museum 

9 월 AASCSC Moon Festival Asian American Senior Citizens 

Service Center 

9 월 Anaheim Mariachi Festival Rhythmo Inc. Mariachi Academy 

9 월 Discoverfest CSU Fullerton 

9 월 City of Brea Wellness Festival City of Brea 

9 월 Fiestas Patrias City of Santa Ana 

9 월   

9 월 National Voter Registration 

Day Press Conference 

City of Santa Ana 

9 월 County of Orange Career Expo 

and Open House 

County of 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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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가능성 있는 커뮤니티 행사 캘린더 2021 - 2022 

월 행사 이름 주최 

9 월 Irvine Global Village Festival City of Irvine 

9 월 Irvine Moon Festival Irvine Chinese School/South 

Coast Chinese Cultural Center 

9 월 Lake Forest Heroes Day City of Lake Forest 

9 월 Mid-Autumn Children's Festival The Coordinating Committee of 

Vietnamese American Youth 

Organizations 

9 월 OCEA Health Fair Orange County Employees 

Association 

9 월 Orange International Street 

Fair 

City of Orange 

9 월 SAC Club Rush Santa Ana College 

9 월 Santa Ana Family Day MAGIC Inc. Academy of the Arts 

9 월 Westminster Dia de la Familia City of Westminster 

10 월 Anaheim Fall Festival & 

Halloween Parade 

City of Anaheim 

10 월 Citizenship Ceremonie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10 월 Halloween Family Fun City of Stanton 

10 월 Senior Wellness Expo City of Yorba Linda 

10 월 Community Resource Fair Huntington Beach Adult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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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가능성 있는 커뮤니티 행사 캘린더 2021 - 2022 

월 행사 이름 주최 

10 월 CSU Fullerton Faculty Voter 

Registration Drive 

CSU Fullerton 

10 월 Donate a Day of Service Event Cypress College 

10 월 Downtown Fullerton Art Walk Magoski Arts Colony 

10 월 Fullerton Museum Center Event City of Fullerton 

10 월 Huntington Beach Airshow The Great Pacific Airshow 

10 월 Hispanic Heritage Month Mixer Hispanic Chamber of Commerce 

of Orange County 

10 월 Irvine Evergreen Chinese 

Senior Association Monthly 

Meeting 

Irvine Evergreen Chinese Senior 

Association Monthly Meeting 

10 월 Irvine Valley College Pinoy 

Piyesta 

Elevate AAPI @ Irvine Valley 

College 

10 월 Employee Registration Event Masimo 

10 월 Nashtai & Ashnai: Persian 

Breakfast with the UC Irvine 

Iranian Student Union 

Iranian Student Union at UC Irvine 

10 월 OC Arirang Harvest Festival Arirang OC Festival  

10 월 OC Film Fiesta Media Arts Santa Ana 

10 월 OC International Auto Show Motor Trend Group, LLC 

10 월 OC Roller Derby Competition OC Roller Der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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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가능성 있는 커뮤니티 행사 캘린더 2021 - 2022 

월 행사 이름 주최 

10 월 Voter Education Presentation Orange Coast College 

10 월 Placentia Harvest Festival Placentia Heritage Festival 

Committee  

10 월 Relationship Building Network 

Business Expo 

Relationship Building Network, 

Inc. 

10 월 Arts Celebration: FALL FOR 

ALL 

Segerstrom Center for the Arts 

10 월 Silverado Country Fair & Folk 

Festival 

Silverado Country Fair & Folk 

Festival 

10 월 Community Engagement Fair UC Irvine 

10 월 Viet Film Fest Vietnamese American Arts and 

Letters Association  

10 월 Western State College Law 

Voter Registration Drive 

Western State College of Law 

Student Council 

11 월 Delhi Center Anniversary 

Dinner 

Delhi Center 

11 월 Dia de los Muertos Calacas Inc 

11 월 Golden Future 50+ Expo  Golden Future Expos Inc. 

12 월 Christmas Eve in Mexico-

Nochebuena 

Chapman University 

12 월 Project Soapbox Actions Civics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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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가능성 있는 커뮤니티 행사 캘린더 2021 - 2022 

월 행사 이름 주최 

12 월 Winter Wonderland City of Irvine 

 

이동식 투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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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센터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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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물 

자문회의 공고 

 

공고 

  

   

유권자 선택법에 의거한 선거 관리 계획 초안 개선을 위한 자문회의가 2021 년 7 월 21 일 언어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또한 2021 년 8 월 5 일에는 장애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이 

청문회는 관심 있는 주민, 장애인 커뮤니티의 대표자, 장애인을 대신하거나 장애인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과 지역사회 단체 및 카운티 내 언어 커뮤니티의 대표자, 옹호자, 또는 

기타 관련인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선거관리국장 Neal Kelley (닐 켈리) 는 카운티 내 장애인 커뮤니티 및 언어 

커뮤니티의 관심 있는 대표자를 초대하여 카운티의 선거 관리 계획(EAP) 초안의 개선에 대한 

자문 및 의견을 제공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관심있는 모든 분들께서는 2021 년 7 월 21 일 오후 

1 시 30 분부터 오후 3 시까지 언어 커뮤니티와 관련, 또는 2021 년 8 월 5 일 오전 10 시부터 

11 시 30 분까지 장애인 커뮤니티와 관련된 원격 회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 지원용 문서, 통역 서비스, 보조 청취 기기 또는 기타 편의에 대한 요청은 근무일 기준 

회의 시작일 4 일 전까지 (714) 567-5039 로 전화하여 요청하여야 합니다.  

ocvote.com/eap 에 방문해 zoom 링크와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십시오.  

 

2021년 6월 30일. 

 

 

Neal Kelley (닐 켈리) 

선거관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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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 8 월 25 일 공청회 공고 

 

공고 

  

   

유권자 선택법에 의거해 선거 관리 계획(EAP)을 개정하기 위한 공청회가 2021 년 8 월 25 일 

수요일에 실시됩을 이에 공고합니다.  

 

선거 관리 계획 개정안은 선거관리국 웹사이트 ocvote.com/eap 에 게시되었음을 또한 

공고합니다. 이 계획은 영어로 기술되어 있으며 연방법과 주법에 따라 스페인어, 베트남어, 

중국어, 한국어, 타갈로그어, 구자라티어, 힌디어, 일본어, 그리고 페르시안어로 번역되어 차례로 

게시될 것입니다. 

 

계획에 관한 의견은 선거관리국 웹사이트 (ocvote.com/eap)에 게시된 온라인 의견서 또는 

이메일 ocvoter@rov.ocgov.com 을 통해 서면으로, 또는 공청회에서 직접 제시 가능합니다. 

서면 의견은 1300 S. Grand Avenue, Building C, Santa Ana, CA 92705 에 위치한 

오렌지 카운티 선거관리국 앞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회의 날짜: 2021 년 8 월 25 일 수요일 

회의 시간: 오후 6 시부터 오후 8 시까지 

회의 장소: 오렌지 카운티 교육국 (Orange County Department of Education) 

  200 Kalmus Drive 

  Costa Mesa, CA 92626 

    

공청회는 또한 ocvote.com/eap 에서 온라인 생중계됩니다. 

 

공청회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714-567-7600 으로 전화하시거나 ocvote.com/eap 를 

방문해 주십시오.  

 

장소는 장애인 출입가능 시설임을 또한 공고합니다. 장애인용 문서, 통역 지원, 청각 지원 기기 

및 기타 편의 요청은 회의 4 일 전까지 (714) 567-5039 로 전화하십시오. 

 

2021년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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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l Kelley (닐 켈리) 

선거관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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