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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유권자 선택법(VCA)을 시행하는 카운티를 위한 선거 관리 계획(EAP)의 목적은 카운티의 투표 절차에 대한 
변경 사항, 이러한 변경 사항이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전체 선거가 관리되는 방식을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Alameda 카운티 선거관리국(ROV)은 카운티에서 유권자 선택법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 
사회 파트너로부터 지원과 피드백을 받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개발하는 동안 ROV 
유권자 교육 및 지원 활동 팀 구성원은 언어 접근성 자문 위원회(LAAC) 및 투표 접근성 자문 위원회(VAAC)의 
파트너와 협력하여 파트너들이 지원하는 커뮤니티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제안을 받습니다. 
 
EAP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계획 제1부는 선거 관리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으며, 우편투표절차, 투표 센터(투표 위치), 투표 용지 수거 
계수, 투표 센터 요건 및 주민 의견 및 공지에 대한 고려 사항을 포함합니다. 
 
계획 제2부는 교육 및 홍보 활동을 다루고 있으며 California 선거법 제4005(a)(10)(I)(i)조에 의거하며 일반인, 
소수언어 커뮤니티 및 장애인 유권자와 접촉, 투표 센터 및 투표 용지 반납 장소의 위치 정보, 투표 센터의 
투표 용지 보안, 개인정보 보호 계획과 예산 부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배경 
 

California 유권자 선택법(VCA) 또는 상원 법안(SB) 450(Allen, D-26)이 2016년 9월 29일 발효되어 California 
선거법에 4005조가 추가되었으며, 인가된 카운티는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우편투표로 선거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VCA 하에서는 모든 유권자는 선거 29일 전부터 투표 용지를 
우편으로 받으며, 각 카운티는 주민 의견을 받아 카운티의 어느 유권자라도 투표할 수 있게 카운티 전역에 
수많은 투표용지 반납 장소 및 투표 센터를 설치합니다. VCA 선거 모델에 따르면 지역 선거 센터는 빠르면 
선거일 10일 전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까지 열어야 합니다. 
 
2020년 5월 8일과 2020년 6월 3일에 코로나 건강 비상 사태의 결과로 California 주지사는 행정 명령 N-64-20 
및 N-67-20을 내리고 의회 법안 (AB) 860에 서명하여 모든 적격한 유권자는 우편으로 투표지를 받고 2020년 
11월 3일 총선을 위한 지역 대면 투표 센터를 제공하여 VCA 카운티가 아닌 카운티가 VCA와 유사한 투표 모델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선거법 제1602조 (a) (b) 및 (c)에 설명된 바와 같이, VCA 유사 모델 선거에는 
유권자 10,000명당 1개의 직접 투표 장소와 유권자 15,000명당 1개의 투표함을 포함합니다. 행정명령이 
내려진 이후, Alameda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2020년 11월 3일 총선과 2021년 9월 14일 California 주지사 소환 
선거라는 두 번의 VCA 유사 모델 선거를 성공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9월 27일, California 주지사는 모든 지방 선거관리 공무원들이 등록된 모든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요건을 확장하는 의회 법안 "37(AB 37)"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카운티의 
선거관리 공무원들이 모든 선거에 대해 공인 원격 접근 가능한 우편 투표(RAVBM) 시스템을 사용하여 
투표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B37에 따르면 장애인 유권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우편투표 
추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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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meda 카운티 유권자에 대한 유권자 선택법  
 
Alameda 카운티에 대한 유권자 선택법이 시행된 후에는, 카운티 유권자를 위한 새로운 투표 모델로 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VCA는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방법, 시기 및 장소에 대한 투표 선택권을 늘립니다. 
유권자는 우편투표(VBM) 용지를 우편 요금 없이 일반 우편을 통해 반송하거나, 공식 24시간 투표용지 반납 
상자에 반납하거나, 투표한 VBM 투표용지를 선거일 열흘(10일) 전까지 카운티 전역의 100개 투표 센터 중 
어느 한 곳에 반납할 수 있습니다. 
 
투표 센터에서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카운티 내 투표 센터에서 직접 투표하거나 선거일까지 당일 등록을 
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유권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투표지 기표 도구를 사용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기본 언어가 영어가 아닌 유권자는 다언어로 언어 지원 및 투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VCA에 
의해 실시되는 각 주 전체 선거 기간 동안 카운티 전체의 모든 커뮤니티에 100개의 투표 센터와 66개의 공식 
24시간 투표 용지 반납 상자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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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부: 선거 관리 

우편투표(VBM) 절차  
투표 센터 모델 선거에서는 자격을 갖추고 등록된 유권자 전원에게 자동으로 공식 우편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유권자의 우편투표 용지 패키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우편 요금을 지불한 반송 봉투 
• 공식 투표지에는   

o 선거 수에 따라 여러 장의 투표용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o 유권자가 지정한 경우, 선호하는 언어 

• 투표용지 포장(투표용지를 작성하고 반송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 정보 책자(VCA 운영 시간 및 위치, 24시간 투표 용지 반납 상자 및 투표용지 추적) 
• “I Voted” 스티커 및 
• 가능한 경우, 추가 정보 책자 

 
모든 공식 투표용지는 선거일 29일 전부터 미국 우편 서비스를 통해 일종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공식 
투표용지는 선거일 45일 전부터 군인 및 해외 유권자에게도 우편 발송됩니다. 
 
유권자는 자신이 투표한 투표 용지를 다음의 방법으로 반납할 수 있습니다: 

• 우편(제공된 우편 요금 지불 1종 반송 봉투 사용) 
• 모든 투표 센터에서 투표용지 반납 
• 모든 24시간 투표 용지 반납 상자에 투표용지 투입 
• 이동식 투표 용지 반납소에 투표 용지 투입 
• ACVOTE On The Go 팀에 투표용지 전달(투표용지를 돌려받기 위해 유권자에게 모바일 서비스 제공) 
• 재소자 프로그램을 통해 반납 

 
유권자가 적시에 투표용지를 받지 못했거나 투표용지가 손상된 경우, 투표용지를 분실한 경우 또는 
투표용지에 오류를 낸 경우 유권자는 교체용 투표용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체용 우편투표 용지는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할 것입니다. 교체용 우편투표 용지는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운영 
시간 동안 선거관리사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또한 ROV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Ballot Will 
Call" 서비스를 이용하면 24시간 후에 우편투표 용지를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본 언어가 영어가 아닌 등록 유권자용 이중 언어 투표용지는 네(4) 가지의 지원 언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및 베트남어. 유권자들은 투표 등록을 할 때 등록 양식에 선호하는 
언어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 우편투표 자료 및 유권자 정보 안내서는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언어로 발송합니다. 팩스 투표용지는 선거법 제14201조에 따라 대상 선거구에 대한 요청 시 모든 투표 
센터에서 버마어, 크메르어, 힌디어, 한국어, 라오스어, 미엔어, 몽골어, 펀자브어 및 텔루구어로 
제공됩니다. 유권자는 또한 전화 (510) 272-6973, 팩스 (510) 272-6982, 이메일 registration@acgov.org, 대면, 

또는 온라인 www.acvote.org/mvp의 ‘내 유권자 프로필 신청’을 통하여 ROV에 연락하면 선호 언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mailto:registration@acgov.org
http://www.acvote.org/m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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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우편투표 용지 수거  
선거관리국에는 카운티 전역의 각 투표용지 투입함에서 투표용지를 회수할 때 일련의 보관 절차를 따르는 
두 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팀이 있습니다. 각 팀에는 투표용지 투입함에서 자산 추적 시스템까지 투표용지 
수거 내역을 기록하는 데 사용되는 스마트폰을 지급합니다. 자산 추적 시스템은 모든 투표용지함이 
비워졌는지 확인하는 ROV 투표용지함 조정자가 감시합니다. 투표용지는 봉인된 가방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ROV 사무실로 직접 반환됩니다. 팀이 도착하면 다른 직원이 가방을 가져가고 투표용지는 법원으로 
전달되는 자산 추적에 기록됩니다. 
 
접근 가능한 우편투표  
 
원격 접근 가능한 우편 투표 
자격을 갖추고 등록된 유권자 전원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선택방법은 원격 접근 가능한 우편 
투표(RAVBM)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통해 유권자들이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고 독립적이며 개인적으로 
투표용지에 기표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유권자 정보 가이드, ROV 웹사이트 및 직접 우편을 통해 
RAVBM에 대한 정보를 받습니다. RAVBM 시스템의 목적은 처음에는 군인 및 해외 유권자 및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시스템이 없었다면 투표용지를 읽고 기표하는 데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했겠지만, 이제는 집에서 그들의 보조 기술을 사용하여 개인적이고 독립적으로 투표용지에 
기표할 수 있습니다. RAVBM은 인터넷 투표나 온라인으로 투표를 제출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 
주십시오.  유권자는 RAVBM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유권자는 ROV 
웹사이트에 있는 내 유권자 프로필에 로그인하여 공식 투표지에 접근해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다운로드, 
인쇄, 작성 및 선거일까지 ROV에 반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볼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자신의 기기에 다운로드하여 개인화된 접근성 기능으로 읽고 표시해야 합니다. RAVBM을 이용하는 
유권자들은 기표한 투표용지를 다음 셋 중 한 방법을 통하여 반납할 수 있습니다: 일반우편, 24시간 투표 
용지 반납 상자에 투입 또는 모든 투표 센터에 반납. 
 
어떤 반납 방법을 선택했든, 기표한 투표용지는 봉투 안에 넣어 반납해야 합니다. 유권자는 우편투표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 있던 반납 봉투 수령분을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투표용지 반납 봉투 교체분은 
(510) 272-6973에 전화하거나 ROV 사무국 또는 투표 센터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자신의 
봉투를 사용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지만, 투표 용지와 함께 인쇄하고 서명한 유권자 선서 페이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유권자는 자신의 봉투를 사용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유권자들이 자신의 
봉투를 사용하여 기표한 투표용지를 반송할 때는 우표가 충분히 필요할 것입니다. 
 
재소자 우편투표 프로그램 
우리 사무국에서는 교도소 재소자 우편투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재소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선거관리사무국이 Alameda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와 협력하여 재소자가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에서 ROV는 재소자를 등록하고 현재 등록을 확인하며 자격을 갖춘 
등록된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합니다. 보안관 사무실은 완성된 유권자 등록 양식과 재소자의 우편 
투표 신청서를 ROV 사무국으로 전달합니다.  ROV는 유권자 등록 양식과 우편투표 신청서를 처리합니다. 
선거 전에, ROV는 보안관 사무소와 만나서 선거 일자, 등록 시한, VBM 투표용지 이용 가능성(선거 29일 전) 
및 기표한 투표용지의 회수 및 반송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일정을 정합니다.  보안관 사무소는 
재소자들에게 우편투표 용지를 보냅니다.  보안관 사무소는 투표일 또는 투표일 전에 선거관리 사무국에 
기표된 투표용지를 반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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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VOTE On The Go 프로그램 
ACVOTE On Go 프로그램은 시설 및 관리 사무소와 협력하여 2명의 ROV 직원으로 구성된 팀을 보내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의료 비상사태로 인해 집에 있어야 하는 유권자들을 위해 그들을 
지원하여 투표용지를 수령하고, 기표하고, 투표용지를 반납하도록 조직합니다. 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유권자들은 적시에 우편투표 용지를 수령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받으려면 우리 사무국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일 29일 전부터 유권자는 선거관리국(Registrar of Voters Office)에 (510) 272-6973으로 
전화하거나 onthego@acgov.org로 이메일을 보내서 On the Go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 투표용지 반납 투어  
ROV의 이동식 투표용지 반납 투어를 통해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반납하고 다가오는 선거에 대한 정보를 
받고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투어는 각 선거 28일 전에 시작하여 각 선거 4일 전에 끝납니다. 이동식 
투표용지 반납 투어는 장애인, 노인, 청년, 언어, 종교 단체, 동물 보호소, 쇼핑몰, 빈곤층 및 무주택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합니다. 장소는 도서관, 시청, 노인 센터, 카운티 전역의 지역 사회 행사 및 축제를 
포함합니다. 이동식 투표용지 반납 투어와 가능성 있는 반납 장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보시려면, ROV 
웹사이트 www.acvote.org/dropstop에 있는 이동식 투표용지 반납 투어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투표용지 반납 장소  
 
선거법 제4005조 
California 선거법은 카운티가 유권자에게 투표용지 반납 장소를 제공해야 하는 기준을 설정합니다. 선거일 
28일 전 및 선거일에 총 29일간 등록된 유권자 15,000명당 최소 한 곳의 투표용지 반납 장소가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24시간 투표 용지 반납 상자의 수는 카운티의 각 선거 88일 전에 등록된 유권자 실제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추정에 따르면, ROV는 24시간 투표용지 반납 상자 63개를 제공해야 합니다. 
 

최소 요건 

투표 용지 반납 장소: 
(등록된 유권자 15,000명당 1개) 

63 

 
24시간 투표 용지 반납 상자 
현재, 선거관리국에는 카운티 전역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24시간 투표 용지 반납 상자가 66곳이 있습니다. 
투표용지는 투입구를 통해 반납 상자에 투입됩니다.유권자들은 24시간 투표 용지 반납 상자를 세 번의 
특별 선거와 두 번의 주 전체 선거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선거관리국은 24시간 투표 용지 반납 상자의 설계와 장소를 결정하면서 모든 주 지침과 규정을 따랐습니다. 
ROV는 모든 커뮤니티에 24시간 투표용지 투입함 배치를 보장하기 위해 Alameda 카운티 전역의 시 및 
카운티 공무원, 지역 관할 구역, 선출직 공무원, 커뮤니티 기반 단체, 언어 커뮤니티, 장애인 커뮤니티 및 
시와 협력했습니다. 24시간 투표용지 투입함 배치를 고려할 때 위에서 언급한 선거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영어 이외의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 유권자가 충분한 접근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24시간 투표용지 반납 
상자에 필수 언어로 "공식 투표용지 반납 상자"로 표시합니다. 

mailto:onthego@acgov.org
http://www.acvote.org/drop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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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센터  
유권자 선택법(VCA) 모델 선거에 따라 투표 센터를 투표소에서 기존에 실시했던 것보다 며칠 더 열어야 
합니다. 모든 투표 센터는 선거일 전 3일간 및 선거일 동안, 총 4일간 열릴 것입니다. 스무 곳은 선거일 전 
10일간 및 선거일 동안, 총 11일간 열릴 것입니다. 
 
California 선거법은 카운티가 유권자에게 투표 센터를 제공해야 하는 기준을 설정합니다: 
 

• 선거 열흘 전부터 시작해서 선거일 나흘 전까지, 총 7일 동안 등록된 유권자 50,000명당 1개의 투표 
센터를 선거가 열리는 관할 구역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 선거일 전 3일간 및 선거일 동안, 총 4일간 
유권자 10,000명당 하나의 투표 센터는 선거가 실시되는 관할 구역 내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모든 투표 센터는 접근 가능한 투표 장비와 언어 지원을 갖추고 있으며 유권자가 당일 등록해서 투표할 수 
있게 조건부 유권자 등록(CVR)을 제공합니다. 또한, 유권자는 지정된 투표소 한 곳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Alameda 카운티 전역의 모든 투표 센터 중 한 곳을 방문할 선택권이 있습니다. 

유권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lameda 카운티는 충분한 위치와 직원이 있고 유권자에게 
유용한 경우 최소 요구 사항 이상으로 추가로 11일동안 투표 센터를 운영하고 최소 요구 사항 이상으로 
추가로 4일동안 여섯(6) 곳의 투표 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모든 투표 센터 운영 시간은 선거일 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ROV는 웹사이트에 장소 목록을 게시하고 또한 장소로 가는 길도 
알려드릴 것입니다. 선거일에, 모든 투표 센터는 선거법(선거법 §4005)에 따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열려 있을 것입니다. 투표 센터의 수는 각 선거 88일 전에 등록된 유권자 실제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 
당시 완료한 추정에 따르면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11일간 운영되는 투표 센터의 최소 요건 수는 
19개이고 4일간 운영되는 투표 센터 수는 75개입니다. 선거관리국은 20개의 11일간 운영되는 투표 센터와 
80개의 4일간 운영되는 투표 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주 전역 선거 계산 VCA 최소 요건 ROV의 계획 

11일동안 운영되는 투표 센터 
(등록된 유권자 5만 명당 1개) 

19 20 

4일동안 운영되는 투표 센터 
(등록된 유권자 5만 명당 1개) 

75 80 

 
아래는 투표 센터 레이아웃의 예시입니다. 
 
예시는 다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입구 근처 유권자 정보 센터 (2) 
2. 주문형 투표용지 인쇄 스테이션 뒤에 있는 투표용지 보관 케이지 (4) 
3. 위생 스테이션 뒤에 있는 투표 센터 설비 카트 (2) 
4. 입구 근처 유권자 명부 체크인 스테이션 
5. 유권자 명부 스테이션 다음에 있는 주문형 투표용지 인쇄 스테이션 
6. 주문형 투표용지 인쇄 스테이션 다음에 있는 위생 스테이션 
7. 위생 스테이션 앞에 있는 노란 색 우편투표 용지 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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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생 스테이션 앞에 있는 파란 색 임시 투표 카트 
9. 위생 스테이션 앞에 있는 터키 색 공식 투표용지 카트 
10. 교차로에서 멀리 떨어진 벽에 설치된 접근 가능한 기표소 (2) 
11. 접근 가능한 기표소 및 투표용지 표시장치를 갖춘 기표소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된 기표소 (4) 
12. 접근 가능한 기표소 반대편에 설치된 투표용지 표시장치를 갖춘 기표소 (4) 

 

 

 
유권자 등록 
투표 센터 - 조건부 유권자 등록 
투표 센터는 기존의 투표소 모델이 이전에 제공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투표 
센터에서 제공되는 확장된 서비스 중 하나는 유권자 등록입니다. 이제 유권자는 유권자 등록을 하고 
유권자 등록을 업데이트하며 모든 투표 센터에서 조건부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유권자 등록(CVR) 
하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유권자는 CVR 봉투와 투표용지를 받을 것입니다. 투표소와 달리, 
투표 센터는 유권자들이 조건부 유권자 등록에 따라 투표할 때 유권자에게 자신의 투표구 투표용지 유형을 
제공합니다. 

교체용 투표용지 
유권자가 적시에 투표용지를 받지 못했거나 투표용지에 오류를 낸 경우 유권자는 교체용 투표용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투표 용지는 우편, 이메일, 팩스 또는 전화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체용 
우편투표 용지는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할 것입니다.  유권자는 또한 ROV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Ballot 
Will Call" 서비스를 이용하면 24시간 후에 우편투표 용지를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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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투표  
유권자는 어느 투표 센터에서나 임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선거법 §14310). 유권자 등록을 요청하지만, 
ROV 직원이 등록 및 자격을 즉시 판단할 수 없는 유권자는 임시 투표용지로 투표할 자격이 있습니다. 
유권자는 투표용지와 임시 투표 과정 및 절차에 관한 서면 지침이 담긴 임시 투표용지 봉투를 받을 것이며,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자격에 관한 서면 확인서는 유권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임시 투표를 하는 모든 
유권자는 ROV 웹사이트에서 자신이 투표한 투표용지 상태를 추적하기 위해 봉투에서 자신의 영수증을 
찢어낼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그 다음 임시 투표용지 봉투에 투표용지를 밀봉하고 ROV 주사무국에 반송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임시 투표 카트에 보관해야 합니다. 유권자는 자신의 투표용지가 집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ROV에 연락하거나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투표 센터에서 접근성 있는 투표  
Alameda 카운티 선거관리국(ROV)은 VCA의 계획 및 실행 전반에 걸쳐 유권자의 접근성이 고려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접근성은 ROV가 투표 센터 선정, 투표 기기 요구 사항 및 선거 운동원 훈련 및 배치를 
결정할 때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ROV는 모든 유권자에게 안전하고 접근 가능하며 
독립적인 투표 경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원격 접근 가능한 우편 투표(RAVBM)와 같이 기존에 수립한 
프로그램과 함께 접근 가능한 투표지 기표 도구(BMD)를 사용합니다. ROV는 계속해서 모든 투표 센터에서 
접근 가능한 투표를 제공할 것입니다. 
 
ROV는 California 주 국무장관의 접근성 체크리스트 설문조사를 사용하여 표준을 충족하는 투표 센터 시설과 
수정이 필요한 시설을 결정합니다. 모든 투표 센터가 접근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Alameda 카운터의 각 투표 센터는 최소 여섯(6) 개의 Dominion 투표 체제의 ICX 접근 가능한 투표지 기표 
도구(BMD)가 갖춰져 있습니다. 이 기기는 모든 투표용지 유형 및 언어 버전으로 프로그래밍되어 있으며 
장애인 유권자에게 독립적인 투표 경험을 제공합니다. 각 투표 센터의 BMD에는 미국 장애인법을 준수하는 
기능과 다양한 투표 방법 옵션이 있는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투표용지를 탐색하고 기표할 수 있게 
어떤 유권자든 선호하는 조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각, 청각 및 촉각 인터페이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면의 글꼴 크기는 바꿀 수 있으며 화면의 해상도는 검은 배경화면에 높은 대비를 이루는 흰색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화면 수정 외에도, 청각 촉각 인터페이스(ATI) 키패드를 통해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듣고 
음량과 연설 속도(필요한 경우)를 조정하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ATI는 또한 "Sip and Puff" 또는 패들 선택 
장치에 대한 해당 점자 설명 및 입력과 함께 탐색을 위한 모든 범위의 큰 버튼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유권자는 투표 전 과정에서 그들을 보조하도록 선거 운동원을 비롯, 한(1) 명 또는 두(2) 명의 사람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BMD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ROV는 필요에 따라 기기를 교체할 절차를 신속하게 
시작할 것입니다. 교체 절차는 장소의 사용 가능한 기능 단위, 용량 요구 사항 및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우선 
순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각 투표 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추가 접근성 서비스에는 가두투표와 투표 센터 절차 전반에 걸쳐 모든 
유권자를 안내하도록 훈련될 선거 운동원이 있습니다. 각 투표 센터의 용품에는 대형 그립 펜과 돋보기가 
있습니다. 
 

 



   
 

11 
개정. 04/18/2022 

언어 지원  
ROV의 목표는 필요한 모든 언어로 각 투표 센터에 언어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Alameda 카운티에서는 
다음 언어가 포함됩니다: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버마어, 크메르어, 힌디어, 한국어, 
라오스어, 미엔어, 몽골어, 펀자브어 및 텔루구어. 공식 투표지, 대상 선거구 팩스 투표용지, CVR 및 임시 
투표용지 봉투를 포함한 모든 투표 자료는 모든 투표 센터에서 해당 언어로 제공됩니다. 

 
ROV의 계획에는 특정 커뮤니티에서 요구되는 언어를 할 줄 아는 이중 언어 직원 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중 언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다면, 투표 센터 직원은 ROV 사무국에 연락해서 유권자를 우리 언어 지원 
전화에 연결해 줄 것입니다.  유권자는 유권자 정보 안내서, 직접 우편 발송, 우편 투표 책자, ROV 웹사이트, 
타 언어 협력 언론사 및 홍보 행사를 통해 언어 지원 전화 회선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됩니다.  
 
유권자 데이터베이스의 매핑과 언어 데이터와 함께, ROV는 유권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에 이중 언어 직원 배치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전역의 각 투표 센터에 모든 언어의 이중 언어 
선거 운동원이 충분하지 않다면, 우리는 특정 언어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확인되는 지역에 위치한 투표 
센터로 이중 언어 선거 운동원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선거 운동원의 
수는 선거 60일 전에 결정됩니다. 평균적으로 2~5명의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선거 운동원이 있습니다. 그 
때, 어떤 투표 센터가 대상 선거구와 가까운지 식별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합니다. 이에 따라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선거 운동원을 배정할 것입니다.   

투표 센터 배치 고려 사항  
ROV는 아래에 보여주는 대로 유권자 선택법에서 요구하는 14가지 기준을 사용합니다. 

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교통까지의 거리 
2. 그간 우편투표 사용률이 낮은 커뮤니티와의 거리 
3. 인구와 밀집되는 장소들과의 거리 
4. 소수언어 커뮤니티들과의 거리 
5. 장애인 유권자들과의 거리 
6. 낮은 자동차 소유율을 가진 커뮤니티들과의 거리 
7. 저소득층과의 거리 
8. 유권자 등록률이 낮은 커뮤니티들과의 거리 
9. 미국 원주민 보호구역을 포함하여 지리적으로 고립된 지역들과의 거리 
10.장애인 유권자 지원 및 무료 주차 시설 
11. 투표 센터 및 투표 용지 반납 장소까지 이동해야 하는 거리 및 시간 
12. 우편투표 용지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 유권자를 위해 대체적 방법의 필요성 
13. 투표 센터 및 투표 용지 반납 장소 인근 교통 패턴 
14. 모바일 투표 센터 필요성 

 
이러한 기준 중 일부를 계량화하는 데 사용한 데이터는 몇 가지 이용 가능한 출처(예: 미국 지역사회 
설문조사, ROV 유권자 데이터베이스, AC 시내 버스 정류장, Bart 역)에서 수집했습니다. 
 
ROV는 가능성 있는 투표 센터의 위치를 기준에 참조된 인구 및 커뮤니티의 지리적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 
레이어와 비교해서 해당 커뮤니티에 적절한 투표 센터가 제공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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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meda 카운티는 투표 센터로 최적인 장소를 결정하기 위하여 포괄적 민주주의 투표 센터 부지 도구와 
함께 위 기준을 사용합니다. 이 도구는 필수적인 기준을 고려하여 투표 센터의 부지에 이상적인 지역을 
식별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십시오. 

 

 
이 도구 외에도 우리의 매핑 섹션은 각 투표 센터 주변 1마일의 완충 구역을 표시하는 레이어를 생성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유권자가 투표 센터에 가려고 1마일 이상을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0,000명의 유권자가 있는 지역을 보여주는 추가 레이어가 제공되며, 이는 해당 지역에 적절한 수의 투표 
센터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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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 수렴도 고려합니다. ROV는 역사적으로 유권자 등록 및 우편투표 이용이 저조한 
커뮤니티와의 거리에 중요성을 추가하였는데, 이러한 커뮤니티가 각 투표센터에서 직접 투표하거나 
조건부 유권자 등록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투표 지역의 크기, 이용 가능한 무료 주차장 및 
유권자들이 해당 장소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또한 고려하였습니다.  
 
ROV는 추가 투표 장소가 소외된 커뮤니티와 유권자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위치하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선거 팀 구성원 구성 
ROV는 선거 팀 구성원(선거법에서 선거 위원회라고 함)을 투표 센터 직원으로 채용합니다. 
 
카운티의 언어 요구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선거 운동원을 가능한 한 많이 
채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언어 접근성 자문 위원회를 통한 유권자 정보 안내서, 카운티 안내, 카운티 
웹사이트, ROV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커뮤니티 행사, 유권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보도 자료, 직접 우편에 
광고를 게재하는 노력을 포함합니다.  선거 운동원은 업무에 따라 교육을 받으며 이용 가능성에 따라 최대 
11일간 근무하도록 임명됩니다. 계획에서는 각 선거 센터에 최대 9명의 선거 운동원을 두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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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투표지(E-Pollbooks) 
유권자 선택법(VCA) 하에서 변경 사항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투표 센터에 전자 투표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선거법 §2183). 전자 투표지는 투표 센터와 ROV 데이터 정보 관리 시스템(DIMS) 간의 전자 통신을 
안전하게 하도록 사용하는 전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합입니다. 그 다음, ROV DIMS는 VoteCal을 
통해서 주 국무부와 정보를 주고 받습니다. VoteCal은 카운티 선거 관리 시스템과 상호 작용하며 데이터를 
교환하는 중앙 집중식 주 전체 유권자 등록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새로운 VCA 기술은 SOS 인증을 받은 
전자 투표지 소프트웨어만 이 기기에서 작동할 수 있는 “강화된” 태블릿에서 작동합니다. 
 
전자 투표지는 투표 센터에서 전송 및 사용할 수 있는 등록된 유권자의 전자 목록(명부 색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명부 색인은 선거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는 모든 등록된 유권자의 공식 목록입니다. 이는 주로 
중복 투표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표 용지를 수령할 유권자의 자격을 검증하고 유권자의 기록을 거의 
실시간으로 포착하도록 사용합니다. 
 
전자 투표지는 안전하게 잠근 방수 케이스 안에 보관하며 2차 보안 장소 안에 보관합니다. 작동 시간 동안, 
이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는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전자 투표지는 인증된 사용자만 보안 클라우드 서버에 
보안 연결을 사용하여 로그인하는 사용자 접근을 허용하도록 프로그램했습니다. 이 클라우드 서버는 
유권자 데이터의 모든 업데이트를 전송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와 ROV의 데이터 정보 관리 시스템 
연결을 유지합니다. 
 
전자 투표지는 이름, 주소, 생일, 선호 언어, 선호 정당, 선거구 및 우편투표 상태를 포함한 유권자 등록 
데이터를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전자투표지는 다음과 같은 유권자 정보를 절대 저장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증 번호 또는 사회보장번호에 대한 참조. 전자 투표지는 거의 실시간으로 검색과 유권자 
상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질적으로, 유권자와 ROV 선거 운동원 모두에게 더 나은 투표 경험을 제공합니다. 
 
홍보 
 
공개 협의 
Alameda 카운티에서 유권자 선택법에 따라 EAP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유권자 교육 및 지원 
목표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잠재적 투표 센터 장소  
• 잠재적 투표용지 반납 장소  
• 다양한 언어 접근성 요구 사항  
• 유권자 접근성 요구에 대한 대체 방법  
• 매체 및 행사를 통한 커뮤니티 지원에 대한 제안 
• 다음을 포함하는 투표 센터의 옵션을 강조하는 공공 서비스 안내: 

o 라디오 및 텔레비전 모든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 
 종교 기반, 노인, 언어, 장애인, 무주택자, 저소득층, 청소년 및 옹호 그룹  

o 모범 사례를 위해 모든 커뮤니티의 파트너 활용 
o 보도 자료, 소셜 미디어 매체, 모든 커뮤니티 조직, 커뮤니티 행사 및 ROV 유권자 교육 및 홍보 
팀을 통한 활동 

• 무료 핫라인(1-800-834-6454)은 필요한 모든 언어로 제공되며 이와 관련된 정보는 유권자 정보 
안내서, 직접 우편물, 우편 투표용지 삽입물, 커뮤니티 뉴스 레터 및 언론 매체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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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무부 및 선거법 제4005조에 따라 첫 번째 선거 관리 계획이 채택된 후 2년 및 4년마다, ROV는 다음 
절차를 따를 것입니다: 
 
제 1단계: 14일 여론 수렴 기간을 위해 EAP 초안 게시 
제 2단계: 공청회 10일 전 공고 
제 3단계: EAP에 대해 공청회 개최 
제 4단계: 14일 여론 수렴 기간을 위해 EAP 개정안 게시 
제 5단계: SOS에 EAP 최종안 제출 
제 6단계: SOS가 최종 교육 및 봉사 계획을 승인하면 ROV는 선거법 §14201 및 1965년 연방 투표권법 
제203조에 따라 적용되는 각 언어로 이용 가능한 버전의 EAP를 카운티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공고 
두 번의 직접 우편을 통하여, 모든 유권자가 우편투표 용지를 수령할 것이라는 공지를 주민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이 공지로 유권자들에게 전체 우편 투표 선거를 실시하고 유권자들은 다음 네 가지 방법 중 
하나로 투표할 수 있다고 알릴 것입니다: 우편(우편 요금 선납), 모든 투표용지 반납 장소, 24시간 투표 용지 
반납 상자 또는 카운티의 모든 투표 센터. 이 공지는 또한 유권자들이 다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도 포함할 것입니다: 중요한 날짜, 투표 장소, 투표 센터 운영 시간, 24시간 투표 용지 반납 상자 
위치, 투표 용지 반납 장소 및 우편투표 용지 요청 기한. 직접 우편에서 제공하는 추가 정보에는 중요한 투표 
센터 정보 및 카운티 유권자 정보 가이드를 포함합니다. 또한, 이 공지로 유권자들에게 ROV 웹사이트 링크, 
전화 번호 및 1(800) 834-6454 번호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무료 핫라인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 직접 우편은 선거 약 90일 전에 발송할 것이고, 이어서 다음 세트는 선거 약 29일 전에 발송할 
것입니다. VCA 관련 모든 공고와 정보를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ROV 웹사이트에 게시할 것입니다. 
 
언어 접근성, 유권자 접근성 자문위원회, 유권자 교육 및 홍보 위원회 
선거관리국은 2001년 9월에 유권자 접근성 자문위원회(VAAC)를 설립하였고 2012년 2월 언어 접근성 
자문위원회(LAAC)를 설립하였으며, 30년 넘게 여성유권자연맹과 지속적인 협업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ROV는 또한 유권자 교육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VCA와 지역 사회 참여 기회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유권자 교육 및 홍보 활동 연합(VEOC)를 설립했습니다. 선거관리국이 선거 센터 모델 선거를 위한 선거 
관리 계획의 초안을 작성함에 따라, 우리는 Alameda 카운티의 유권자 선택법의 시행에 관련된 피드백을 
받기 위해 지역 협력 단체와 계속 협업할 것입니다. LAAC, VAAC 또는 VEOC에 참여하려면 
선거관리국(vca@acgov.org)으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제2장 - 유권자 교육과 홍보 계획 
 

유권자 선택법(VCA)에서는 VCA 모델 선거를 시행하는 모든 카운티가 유권자에게 VCA의 규정에 대해 
알려주는 유권자 교육 및 홍보 계획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법에서는 또한 
기본 언어가 영어가 아닌 유권자 및 장애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홍보하여 모든 커뮤니티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교육하도록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Alameda 카운티 선거관리국(ROV)에는 커뮤니티 존재를 유지하기 위하여 연중 내내 운영하는 기존 홍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홍보 활동은 유권자 교육과 등록 서비스 제공, 공공 서비스 안내, 행사 참석 및 유권자 
접근성 그룹, 언어 그룹, 커뮤니티 기반 단체, 종교 기반 단체 및 고등학생과의 회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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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국은 현재 홍보 프로그램에 Alameda 카운티의 유권자 선택법에 관한 유권자 교육 워크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워크샵은 유권자 선택법 개요, 유권자 지원 센터 및 투입함 위치 검토, 투표 기기 
시연으로 구성됩니다. 이 EAP 유권자 계획 및 홍보 섹션에서는 ROV가 주민에게 VCA에 대해 교육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다가가도록 어떻게 기존 홍보 방법을 확장하고 새로운 방법과 결합하지 요약합니다. 커뮤니티 
파트너 관계를 증진시키고, 시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투표 센터 모델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경험을 
개선할 목표로 홍보 활동을 설계할 것입니다. 

 
활동은 아래 유권자 교육 및 유권자 홍보 섹션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유권자 교육:  

• 모든 투표권이 있는 커뮤니티에 유권자 선택법에 따라 직접 투표, 더 많은 옵션, 더 많은 날짜, 더 
많은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교육 

• 모든 단체와 협력(커뮤니티 기반, 장애인, 종교 기반, 언어, 노인 및 청년) 
• 교육 제공  
• VCA 모델 선거로 실시할 예정인 선거 주기에 젊은 유권자(고등학교 및 대학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교육 

 
유권자 지원: 

• 유권자 등록을 늘리기 위해 모든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함  
• 모든 그룹(VAAC, LAAC, 노인, 고등학생) 대상으로 모의 선거 및 접근 가능한 투표 기기 시연 
•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포함한 정보 전단지 제공 
• 이동식 투표용지 반납소 및 ACVOTE On The Go 서비스를 포함하여 홍보 및 교육 행사 실시 
• 거리 축제, 공공 부스,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요청 시 특별 행사, 이웃 참관 행사, 커뮤니티 기반 단체 
행사 및 종교 기반 단체 행사에 참여하여 커뮤니티에서 존재감 유지 관리 

EAP의 최종 발간 이후, 선거관리국은 유권자 교육 워크샵을 개최하여 Alameda 카운티의 연방 및 주에서 
필수로 하는 각 언어에 대한 투표 센터 및 선거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연방 정부에서 지원하는 언어에는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가 있습니다. 주에서 지원하는 언어에는 버마어, 힌디어, 
크메르어, 한국어, 라오스어, 미엔어, 몽골어, 펀자브어, 텔루구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워크샵에는 투표 
센터 모델, 투표 기기 개요/시연, 언어 지원 서비스, 투표용지 반납 옵션, 번역된 선거 자료 요청 방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워크숍에 대한 정보는 10일 이전에 발표되며 LAAC, VAAC, VEOC 및 언어 커뮤니티 단체와 
공유됩니다. 

제1장 일반 유권자와 연락 
선거관리국은 VCA에 관해 유권자 교육을 제공하면서 주민과 모든 지역사회에게 커뮤니티 존재감을 계속 
가질 것입니다. 선거관리국은 소수언어 커뮤니티에게 다가오는 선거에 대해 알리고, 무료 유권자 지원 
핫라인을 홍보하고, 유권자에게 원격 접근 가능한 우편 투표 및 우편투표 용지 신청 절차에 대해 알리기 
위해 매체와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할 것입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0월 사이, 선거관리국은 유권자 교육 및 홍보를 제공하고 각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작업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289개의 커뮤니티 기반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목표는 성공적인 
유권자 교육 프로그램을 보장하기 위해 커뮤니티 기반 단체 및 모든 커뮤니티와 협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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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사용  
ROV에서는 대상 매체 캠페인에서 투표 센터 모델 선거, 우편 투표 절차, 사전 투표 선택권 및 투표 센터에서 
일할 기회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대중 매체 기회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언어 
Comcast 영어 
PBS / KQED 영어 
Epoch Times/ NTD TV 중국어 
KTSF26 중국어/타갈로그어 
Sky Link TV 중국어 
TVB USA 중국어 
Crossing TV 중국어, 타갈로그어, 힌디어 베트남어/펀자브어 
Univision  스페인어 
Telemundo 스페인어 
Estrella TV 스페인어 
ABS-CBN News 타갈로그어 
SBTN 베트남어 
Nguni Viet TV 베트남어 
Truyen Hinh Cali Today 베트남어 
Namaste TV 힌디어 

 
신문 및 뉴스레터 언어 
India West 영어 
The Mercury News 영어 
East Bay Times 영어 
East Bay Express 영어 
The Oakland Post 영어 
The Daily Californian (UC Berkeley)  영어 
Pioneer (CSU Hayward) 영어 
The Independent 영어 
Alameda Sun 영어 
Oakland Tribune 영어 
El Cerrito wire 영어 
The Pleasanton Weekly 영어 
The Express (Las Positas College) 영어 
The Reporter (College of Alameda) 영어 
The Citizen (Peralta Community College District) 영어 
Campanil (Mills College) 영어 
World Journal 중국어 
Sing Tao Daily 중국어 
Epoch Times 중국어/영어/베트남어 
Herald Monthly 중국어 
El Observador 스페인어 



   
 

18 
개정. 04/18/2022 

Vision Hispana 스페인어 
Mixteco Indigena Community Organizing Project 스페인어 
Phillipine News Today 타갈로그어 
Asian Journal 타갈로그어 
Thang Mo  베트남어 
Nguoi Viet Daily News 베트남어 
India Currents  힌디어 
Korea Times SF 한국어 
Korean Hyundae Weekly 한국어 

 

라디오 언어 
KBAY/KEZR 영어 
KALX (Berkeley) 영어 
KCRH (Hayward) 영어 
KQED-FM 영어 
KKSF (Oakland) 영어 
KNEW (Oakland) 영어 
KPFB (Berkeley) 영어 
KOHL (Fremont) 영어 
KPFA (Berkeley) 영어 
KKIQ (Livermore) 영어 
KBLX-FM (Berkeley) 영어 
KALW 영어 
Sound of Hope 중국어 
Sing Tao Chinese / KVTO (Berkeley) 중국어 
KEST AM1450 중국어 
Univision 스페인어 
KSFN (Piedmont) 스페인어 
KMKY (Oakland) 힌디어, 펀자브어 
Korean American Radio 한국어 

 
소셜 미디어 
ACVOTE 페이스북 www.facebook.com/acvote  
Alameda 카운티 페이스북 
ACVOTE 트위터 www.twitter.com/acvote  
Alameda 카운티 트위터 
ACVOTE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acvote  
카운티 뉴스피드 구독 목록 
ACVOTE 유튜브 www.youtube.com  
ACVOTE 검색 
www.ACVOTE.org  웹사이트 
ACGOV.org 웹사이트 

 

http://www.facebook.com/acvote
http://www.twitter.com/acvote
http://www.instagram.com/acvote
http://www.youtube.com/
http://www.acvo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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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V는 또한 Alameda 카운티 전역의 BART 역, AC 시내 버스, 및 디지털 광고판에서 정보를 홍보합니다. 
 
우리 사무국은 연중 내내 카운티 전역의 커뮤니티 파트너, 장애 지지 단체, 선출직 공무원, 특수 지역, 학군, 
커뮤니티 기반 단체 및 종교 기반 단체와 같은 그룹과 자료를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정보는 우리 
웹사이트 및 인쇄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OV는 유권자에게 향후 각 선거를 알리기 위해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광범위하게 배포할 청각 및 시각 
매체를 사용할 것입니다. 목표는 청각 장애인, 청각에 손상을 입은 사람, 시각 장애인, 시각에 손상을 입은 
사람처럼 장애인 유권자를 포함하여 모든 카운티 유권자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커뮤니티 존재감 계획 및 유권자 교육 자료  
ROV는 한 해 내내 수백개의 커뮤니티 행사에 참여합니다. 커뮤니티의 존재를 지원하기 위해 브로셔, 웹 
사이트 링크 및 VCA 관련 전단지가 포함된 교육 자료를 제공합니다. ROV는 유권자에게 투표 옵션을 알리고, 
투표 센터에서 접근 가능한 투표 기기, 주문형 투표용지 및 주문형 유권자 정보 가이드의 시연을 제공할 
것입니다. 언어 자료를 필수 언어로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 사무국에 연락하거나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유권자 등록 클래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ROV는 카운티 전역의 지역 협력 단체와 계속 만나 향후 변경 
사항을 커뮤니티에 알리고 유권자 참여를 늘리는 최선의 방법을 논의 및 결정할 것입니다. 교육 자료가 
제공되며 ROV 직원은 VCA에 관한 유권자 교육을 촉진할 것입니다. 

 
모든 커뮤니티 기반 협력단체에게 제공되는 커뮤니티 존재감 및 유권자 교육 자료: 

• CIL (자립생활센터) 
• CRIL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 장애인 커뮤니티 
• 종교 기반 커뮤니티  
• 언어지원 자문위원회 
• LGBTQ+ 커뮤니티 
• LWV (여성유권자연맹) 
• 공공 행사/특별 행사 
• 노인 커뮤니티 
• 빈민  
• 무주택자  
• USCIS (미국 이민국) 
• 선거지원 자문위원회 
• 청년 커뮤니티(고등학교 및 대학교) 

직접 우편  
ROV는 유권자에게 유권자 선택법 투표 모델 및 향후 선거를 알리고, 무료 유권자 지원 핫라인 -  
(800) 834-6454을 홍보하기 위해 두 개의 별도 우편물로 Alameda 카운티에 있는 각 등록된 유권자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우편물로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선거 모델 및 향후 선거의 투표 옵션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유권자는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투표 센터 및 투표용지 반납 장소가 열리는 날짜, 위치 
및 시간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각 우편물은 유권자의 선호 언어에 따라 4개 언어로 
번역되어 영어 이외의 언어를 선택한 등록된 유권자에게 배포됩니다. ROV는 영어 구사 능력이 부족한 
유권자가 직접 우편물 뒷면, 유권자 정보 안내서, 우편 투표 패키지, 소셜 미디어 및 내 유권자 프로필을 통해 
온라인에서 언어 기본 설정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다국어 지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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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유권자 전원은 California 선거법 §14201과 연방 선거권법 §203에 따라 우편 투표용지를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요청하고 타 언어로 된 선거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우편요금을 지불한 엽서가 포함된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우편을 통해 받게 됩니다. 엽서 작성과 반송 방법은 유권자 정보 안내서와 ROV 웹사이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ROV 웹사이트의 유권자 교육 자료 
유권자 선택법 정보를 포함하여 모든 ROV의 유권자 홍보 교육 자료는 ROV 웹사이트에서 전자 형식으로 
이용 가능하게 제작되었습니다. ROV 웹사이트에는 다음 정보가 있을 것입니다: 
 

• VCA에 관한 일반 정보 
• 투표 센터 및 24시간 투표용지 투입함 장소  
• ROV 무료 유권자 지원  
• 핫라인 1-800-834-6454 및 510-267-8683 (VOTE) 
• 선거 관리 계획 
• VCA 홍보 자료 
• VCA 교육 비디오 및 프리젠테이션 
• 홍보 및 워크샵 일정 
• 각 투표 센터의 직접 언어 지원 가능성 

 

제2장 유권자 접촉 - 언어 커뮤니티  
선거관리국은 투표 센터 모델 선거가 주요 언어가 영어가 아닌 유권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정 언어 커뮤니티로부터 의견을 구하기 위해 언어 접근성 자문위원회(LAAC)을 
설립하였습니다. ROV는 투표 센터 장소, 기능 및 제공할 또는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에 대해 피드백을 할 
언어 위원회 위원과 만날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커뮤니티의 의견을 듣고 협력하기 위한 수단으로 
분기별로 계속해서 모임을 가질 것입니다. 회의 날짜, 참석, 참여 또는 LAAC 가입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우리 웹사이트 www.acgov.org를 방문하십시오. 

소수 언어 커뮤니티 식별  
Alameda 카운티의 등록된 유권자들로부터 선호 언어 요청을 기반으로 하여 소수언어 커뮤니티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인구 조사 정보 및 기타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인구 통계 정보와 함께 사용하여, 
ROV는 우세한 언어 지역을 매핑합니다. 더욱이, 각 주지사 선거 주기 전에 주 국무장관은 단일 언어 소수 
민족이 3%(선거법 §14201) 이상인 선거구를 확인하는 데이터를 카운티에 제공합니다. 그 다음 이 정보를 
매핑 섹션에 중첩해서 카운티의 어느 지역에서 어떤 언어 지원이 필요한지 결정합니다.  홍보는 계획된 
유권자 교육 및 홍보의 일환으로 이러한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ROV는 또한 참석하는 
데 유용할 수 있는 다른 홍보 방법 및 커뮤니티 행사를 식별하기 위해 다양한 소수언어 커뮤니티에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할 소수언어 커뮤니티 
ROV는 현재 영어를 포함하여 14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섯가지 언어는 미연방에서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및 베트남어. 9개 언어는 연방에서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버마어, 힌디어, 크메르어, 한국어, 라오스어, 미엔어, 몽골어, 펀자브어, 텔루구어.  24시간 투표 
용지 반납 상자 표지판과 카운티 유권자 정보 가이드(VIGs)는 필수 언어로 이용 가능합니다. 특정 언어 

http://www.acgo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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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매핑 및 대상화를 기반으로 하여, ROV는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이중언어 선거운동원의 형식으로 
적절한 언어 지원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투표 센터 직원 배치가 완료되면 ROV는 각 투표 
센터에서 직접 언어 지원이 가능한지에 관한 정보를 ROV 웹사이트에 게시할 것입니다.  선거관리국은 
웹사이트, 언어 기반 파트너, ROV 워크샵 및 지역 관할 구역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소수언어 커뮤니티들을 위한 유권자 교육 워크샵  
ROV는 앞에 언급한 미연방이 의무화한 각 5개 언어를 위하여 최소한 한 번은 이중언어 유권자 교육 
워크샵을 실시할 것입니다. 워크샵은 Alameda 카운티의 언어 커뮤니티들에게 각 특정 언어로 이용 가능한 
자료와 지원 외에도 투표 센터 모델 선거 과정에 대한 정보를 받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ROV는 워크샵 장소와 
날짜를 결정하기 위해 언어 접근성 자문위원회(LAAC) 위원의 의견을 활용할 것입니다. 모든 워크샵에 
참석자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 언어 통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소수언어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매체 사용 
선거관리국은 라디오와 텔레비전 공공 지원 안내를 사용하여 투표 센터 모델 선거에서 가능한 투표 옵션에 
대한 정보를 소수 언어 커뮤니티에 제공하기 위해 이 문서의 제1장(매체 사용)에 언급된 대중매체를 사용할 
것입니다 . 제1장에 열거된 대중매체 유형에는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및 소셜 미디어가 포함됩니다. 
• 투표 센터의 접근성 옵션을 강조하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공공 서비스 안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o 14개 언어 커뮤니티를 다 대상으로 한 TV 광고 
o 우수 사례를 위해 언어 커뮤니티의 파트너 활용 
o 커뮤니티 뉴스레터, 언론 매체, 언어 단체, 커뮤니티 행사 및 언어 접근성 자문 위원회 

• 무료 핫라인(1-800-834-6454)은 모든 필수 언어로 제공되며 이와 관련된 정보는 유권자 정보 안내서, 
직접 우편물, 우편 투표용지 책자, 커뮤니티 뉴스레터 및 언론 매체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선거 운동원 
투표 센터 직원의 구성을 결정하기 위해 ROV는 선거 운동원을 고용합니다(선거법 선거, 12부, 4장 1조에서 
선거 위원회라고 함). 투표소 직원 채용은 선거일까지 기간과 투표 센터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획은 각 
선거 센터에 최대 아홉(9) 명의 선거 운동원을 고용하도록 합니다. 
 
ROV는 언어 요건에 기반하여 운동원을 채용할 것입니다. 선거 운동원의 언어 능력을 평가합니다. 투표 
센터에서의 이전 선거 경험을 평가합니다. 채용팀은 이전 선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운동원에게 가장 
적합한 역할을 결정하고 운동원에게 역할별 교육을 배정합니다. 유권자가 언어를 필요로 하고 해당 지역에 
해당 언어를 구사하는 선거 운동원이 없는 경우, 운동원은 선거관리국의 언어 지원 라인에 전화하여 유권자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제3장 유권자 연락 - 장애인 유권자와 연락  
선거관리국(ROV)은 오랫동안 설립한 투표 접근성 자문위원회(VAAC)를 통해 장애인 유권자로부터 의견을 
구해 왔습니다. 이 위원회는 투표 센터 위치와 더불어 제공되거나 제공되어야 하는 기능과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커뮤니티의 의견을 듣고 협력하기 위한 수단으로 분기별로 계속해서 
모임을 가질 것입니다. 회의 날짜, 참석, 참여 또는 VAAC 가입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우리 웹사이트 
www.acgov.org를 방문하십시오. 

장애인 유권자의 필요사항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ROV는 카운티 전역에서 장애인 유권자의 요구를 계속 해결할 것입니다. ROV는 유권자 접근성 
자문위원회(VAAC)를 2001년에 설립하였으며 협업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ROV는 VAAC와 협력하여 

http://www.acgo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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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meda 카운티의 유권자 선택법과 관련하여 장애인 유권자의 요구 사항을 파악할 것입니다. ROV는 
장애인 커뮤니티 유권자의 권고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커뮤니티 대상 홍보  
일반적인 매체 캠페인 외에도, ROV는 접근성이 필요한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투표 센터에서 접근 가능한 투표 장치의 이용 가능성과 원격 접근 가능한 우편 투표(RAVBM) 시스템의 
사용을 요청하는 옵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RAVBM 시스템은 모든 자격을 갖추고 등록된 유권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커뮤니티에 정보 및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기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 CRIL 및 The Ed Roberts Campus처럼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하는 단체 
• 지역 협력 단체, 도시, 특수 지구, 학군, 종교 기반 단체 및 다양한 커뮤니티 기반 단체; 
• 유권자 접근성 자문위원회 (VAAC); 
• 유권자와 선거 운동원이 접근 가능한 투표 기기를 사용하여 직접 시연 체험할 수 있도록 연중 내내 "오픈 
하우스"로 강조된 접근성 옵션; 

o 선거관리사무국에서 운영 시간 동안 이용 가능 
o www.acvote.org, 유권자 정보 가이드 및 홍보 행사에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투표 센터의 접근성 옵션을 강조하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공공 서비스 안내는 다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o 청각 장애 또는 난청인 커뮤니티를 위한 자막 또는 미국 수화를 포함한 TV 광고 
o 우수 사례를 위해 장애인 커뮤니티의 파트너 활용 
o 시각 장애인 커뮤니티의 구성원이 공공 지원 안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미지에만 
의존하지 않는 구두 설명 발표 

o 커뮤니티 뉴스레터, 언론 매체, 장애인 단체, 커뮤니티 행사 및 유권자 접근성 자문위원회 
• 무료 핫라인(1-800-834-6454)은 유권자 정보 안내서, 직접 우편물, 우편 투표용지 책자, 커뮤니티 
뉴스레터 및 언론 매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청각 장애 또는 난청 유권자는 (510) 208-4967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유권자 지원  
모든 투표 센터는 미국 장애인법(ADA)을 준수합니다. 또한, 투표 센터에는 장애가 있는 유권자가 
독립적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받으며 투표할 수 있도록 ADA 호환 기능이 있는 투표지 기표 도구(BMD)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모든 투표 센터에서 가두 투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투표하고 싶은 유권자도 RAVBM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RAVBM 시스템을 사용하여 투표하는 
유권자는 ROV 웹사이트(www.acvote.org)의 내 유권자 프로필에 로그인하여 공식 투표용지를 
다운로드하고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작성하여 ROV에 반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유권자 정보에 대해서는, 장애인 유권자는 ROV의 무료 핫라인 1-800-834-6454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이 질문을 하고 투표 및 선거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 기능으로 유권자를 안내하는 무료 
유권자 전화번호를 제공할 것입니다. 무료 전화번호는 선거관리국 웹사이트에 게시되며 유권자 정보 
안내서, 직접 우편물, ROV 웹사이트 및 우편 투표 패키지 안을 포함한 미디어 홍보 및 유권자  직접 연락처 
정보에 제공될 것입니다. 청각 장애가 있거나, 난청이거나, 언어 장애가 있는 유권자는 문자 전화기(TTY)를 
통해 711 으로 전화를 걸거나 다른 기기를 이용해 선거관리국 의 무료 안내전화에 전화를 걸어 California 

http://www.acvote.org/
http://www.acvo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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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 서비스(CR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S는 다음 통신 모드를 지원합니다. TTY, VCO, 2LVCO, HCO, STS, 
VASTS, ASCII 및 음성. 

장애인 커뮤니티를 위한 유권자 교육 워크샵  
ROV는 장애인 유권자와 노인 유권자에게 이용 가능한 접근성 옵션과 투표 센터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소 1회의 유권자 교육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워크샵에는 투표 센터 모델 선거, 투표 장비 
시연, 투표 장비 접근성, 24시간 투표용지 반납 상자 정보, 접근 가능한 우편투표 용지(RAVBM)를 전자적으로 
받기 위한 옵션에 대한 교육을 포함할 것입니다. ROV는 워크샵 장소와 날짜를 결정하기 위해 언어 접근성 
자문위원회(VAAC) 위원의 의견을 활용할 것입니다. 

장애인 유권자를 교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료 및 방법  
ROV는 정보 보급에 사용할 청각, 시각 및 서면 자료를 만들 것이며, VAAC 회의에서 수집한 정보는 장애인 
유권자 교육에 사용할 방법을 개발할 때 내내 활용할 것입니다. 자료는 ROV 웹사이트에서 교육 재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VCA 홍보 및 교육을 위해 개발 중인 비디오의 자막은 ROV 웹사이트와 당사 사무실에 
연락하면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 운동원 
ROV는 특별히 선거 운동원을 위하여 교육 자료를 개발해 왔습니다. 우리 온라인 교육의 특정 교육 자료는 
장애인 유권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문화적 감수성 측면에 중점을 둡니다. 기타 교육 자료는 접근 가능한 
투표지 기표 도구(BMD)용 청각 촉각 인터페이스에 다양한 청취 및/또는 시각 보조 장치를 작동하고 
연결하는 기술적 측면에서 선거 운동원을 도와 줍니다. 기타 교육에는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투표 센터를 
제대로 설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모든 선거 운동원은 투표지 기표 도구를 사용하여 유권자를 지원하는 
방법을 배우는 실습 교육에 참석합니다. 

제4장 투표 센터 및 투표 용지 반납 장소 정보 

투표 센터 장소 
유권자 선택법(VCA) 모델 선거에 따라 투표 센터를 투표소에서 기존에 실시했던 것보다 며칠 더 열어야 
합니다. 모든 투표 센터는 선거일 전 3일간 및 선거일 동안, 총 4일간 열릴 것입니다. 스무 곳은 선거일 전 
10일간 및 선거일 동안, 총 11일간 열릴 것입니다. 
 
California 선거법은 카운티가 유권자에게 투표 센터를 제공해야 하는 기준을 설정합니다.: 

 
• 선거 열흘 전부터 시작해서 선거일 나흘 전까지, 총 7일 동안 등록된 유권자 50,000명당 1개의 투표 
센터를 선거가 열리는 관할 구역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  선거 열흘 전부터 시작해서 선거일 나흘 전까지, 총 4일 동안 등록된 유권자 10,000명당 1개의 투표 
센터를 선거가 열리는 관할 구역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모든 투표 센터는 접근 가능한 투표 장비와 언어 지원을 갖추고 있으며 유권자가 당일 등록해서 투표할 수 
있게 조건부 유권자 등록(CVR)을 제공합니다. 또한, 유권자는 지정된 투표소 한 곳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Alameda 카운티 전역의 모든 투표 센터 중 한 곳을 방문할 선택권이 있습니다. 유권자가 언어 지원을 필요로 
하고 해당 지역에 해당 언어를 구사하는 선거 운동원이 없는 경우, 운동원은 선거관리국의 언어 지원 
라인에 전화하여 유권자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팩스 투표용지는 선거법 § 14201에 따라 대상 선거구에 
대한 요청 시 모든 투표 센터에서 버마어, 크메르어, 힌디어, 한국어, 라오스어, 미엔어, 몽골어, 펀자브어 
및 텔루구어로 제공됩니다. 이중 언어로 된 공식 투표용지는 요청 시 다음 언어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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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및 베트남어. 모든 투표 센터 표지판은 선거권법 § 14201 및 § 203의 필수 
언어로 번역됩니다. 
 
유권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lameda 카운티는 충분한 위치와 직원이 있고 유권자에게 
유용한 경우 최소 요구 사항 이상으로 추가로 11일동안 투표 센터를 운영하고 최소 요구 사항 이상으로 
추가로 4일동안 여섯(6) 곳의 투표 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모든 투표 센터 운영 시간은 선거일 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ROV는 웹사이트에 장소 목록을 게시하고 또한 장소로 가는 길도 
알려드릴 것입니다. 선거일에, 모든 투표 센터는 선거법(선거법 §4005)에 따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열려 있을 것입니다. 
 
투표용지 반납 장소 
California 선거법은 카운티가 유권자에게 투표용지 반납 장소를 제공해야 하는 기준을 설정합니다. 
선거일을 포함하여 최소한 선거일 28일 전부터 시작되는 정규 업무 시간 동안 등록 유권자 15,000명당 
최소한 하나의 투표용지 반납 장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문서 발행일 현재 등록을 기준으로 하여 
필요한 24시간 투표용지 반납 상자의 대략적인 수는 다음 표에 나와 있습니다. 
 

최소 요건 

투표 용지 반납 장소: 
(등록된 유권자 15,000명당 1개) 

63 

 
ROV는 가능성 있는 24시간 투표용지 반납 상자의 위치를 기준에 참조된 인구 및 커뮤니티의 지리적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 레이어와 비교(제1부의 투표 센터 배치 고려 사항에서 찾을 수 있음)해서 해당 커뮤니티에 
적절한 24시간 투표용지 반납 상자가 제공되도록 합니다. 

예방적 조치 
ROV는 투표 과정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 전과 선거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예방적 보안 조치를 
취합니다. 
 

예방적 보안 조치 목적 

표준 보안 조치 선거 관련 자료 및 장비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궁극적으로 
잠재적 중단을 방지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 직원은 ROV 발급 ID 배지를 착용해야 합니다. 
• 부서 사무실에 입장하는 방문객은 반드시 서명하고 직원을 
동반해야 합니다. 

• ROV의 컴퓨터 서버실과 투표용지 보관실은 배지가 있는 
사람만 접근하게 제한하고 비디오로 감시하여 항상 
보호됩니다. 

서버 및 네트워크 백업 주 서버 또는 네트워크가 다운될 경우 정보 흐름의 중단을 
방지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 ROV의 투표 시스템, 투표용지 레이아웃 및 디자인, 선거 
관리 시스템(EMS) 활동은 보안 구역 내에 위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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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보안 조치 목적 

• 이 데이터에 대한 백업은 자동으로 수행하며 주 서버가 
다운될 경우 전개할 준비를 합니다.  

• 유권자 데이터, 투표 시스템 및 EMS에 대한 변경 사항은 
정기적으로 백업합니다.  

투표 센터 장비 백업 세트 장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투표 절차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 투표 센터에서 현재 장비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투표 장소에서 계속 유권자를 
처리할 수 있도록 추가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가능한 추가 장비가 없는 경우 투표 센터에서 투표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백업 선거 용품 선거 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투표 절차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 투표 센터 직원을 위해 똑같은 컨테이너를 준비해서 유지 
관리할 것입니다. 

• 현장을 이동해야 하고 운동원이 현재 용품을 모을 수 없는 
경우 백업 용품을 새 현장으로 배달합니다. 

대기 중인 투표 센터 직원 투표 센터 직원의 부재시 투표 절차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 투표 센터장이 ROV 헬프 데스크에 연락하여 투표 센터의 
교체 직원을 구할 것입니다. 

• 훈련 받은 백업 직원 목록은 ROV 주 사무국에서 
관리합니다. 

수상한 사람 또는 물체를 
다루는 절차 

수상한 사람이나 물체가 나타난 경우 투표 절차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 투표 센터장이 상황에 따라 ROV 헬프 데스크 및 보안 
당국에 연락할 것입니다. 

수동 시스템 설치 전자 투표 장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투표 절차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 투표 과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비상 계획  
ROV는 투표 센터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일 투표 센터에서 크게 중단이 
생긴다면 ROV는 선거 운동원이 유권자를 다른 투표 센터로 보내도록 합니다. 적절한 경우 ROV는 법 집행 
기관과 주 국무부에 정보를 제공하고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매체에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투표 센터 또는 VBM 반납 장소의 물리적 수용 능력 또는 생존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 재해 또는 기타 
장애가 있는 경우 유권자를 대체 위치로 안내하기 위해 추가 알림, 표지판 및 직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투표 센터의 모든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선거 관리 직원은 즉시 해당 투표 센터의 투표 장비를 확보하고 
California 선거법과 투표용지 제작 및 마감 지침에 따라 모든 투표 자료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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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투표 센터 투표 용지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계획 

투표 센터 디자인 및 레이아웃  
투표 센터는 지정된 개인 투표 구역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면서 최적의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40'x 40'일 것입니다. 유권자는 먼저 전자 유권자 명부에 서명하는 서명 테이블로 이동합니다.  유권자에게 
종이 투표용지 또는 투표지 기표 도구에 투표할 것인지, 그리고 언어 지원이 필요한지 물어봅니다. 그 후, 
유권자는 투표용지 담당자가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인쇄할 주문형 투표용지 프린터 테이블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 유권자는 투표소로 이동하여 투표를 완료하고 유권자는 청록색 공식 투표용 손수레로 
이동하여 투표한 투표용지를 중앙 개표 시설로 반환하도록 합니다. 유권자가 전자적으로 투표하기를 
원하는 경우, 유권자는 시연 담당관에게 이동하고 유권자가 완료할 수 있도록 투표지 기표 도구에서 
투표용지가 활성화됩니다.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인쇄할 것을 권장하며 인쇄된 투표용지를 청록색 공식 
투표용 손수레에 넣어두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투표 보안 
유권자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및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단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카운티 유권자 데이터는 카운티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면서 데이터를 보호하도록 설계된 보안 
조치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와 서버에 저장합니다. 
 
선거관리국 사무국의 투표 시스템은 공극 방식으로 되어 있어 외부 컴퓨터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투표 시스템은 또한 지속적인 비디오 모니터링을 통해 배지를 가진 사람만 접근하게 제한된 본사 내 보안 
구역에 있습니다. 
 
투표 센터에서 직원은 투표 센터에 오는 모든 유권자의 등록 데이터 및 유권자 기록에 대한 거의 실시간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투표 센터에서 제공하고 투표 센터와 카운티 데이터 서버 간에 전송하는 모든 
유권자 데이터는 최신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암호화합니다. 투표 센터의 특정 선거 장치 및 장비만 유권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으며 데이터는 전송 중 및 저장 중에 암호화됩니다. 
  
접수한 우편투표(VBM) 용지는 ROV 본사에서 수거하여 집계할 때까지 보안실에 보관합니다. 투표용지를 
개표하기 전에 VBM 투표용지 봉투의 서명을 확인하여 각 투표용지가 등록된 유권자의 것인지 확인합니다. 
서명이 확인된 후 투표용지를 뽑아서 선거구대로 분류하고 개표를 위해 제출합니다. 개표 후 투표용지를 
보관을 위해 ROV 창고로 안전하게 운송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제6장 예산  
선거관리국(ROV)은 유권자들에게 투표 센터 모델 선거에 대해 알리기 위해 필요한 자원에 대한 예산과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예상 예산에는 홍보 활동과 관련된 인력 및 기타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 내역은 아래 표에 나와 있습니다. 
 

활동 예산 

광고비 합계 $115,000 

신문 광고/소셜 미디어/출판 광고 $100,000 
 

라디오 광고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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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예산 

홍보비 합계 $1,135,000 

홍보 물품 및 전시품 $4,000 

행사 시 홍보 증정품 $14,000 

CBO 배부를 위한 홍보 증정품 $1,800 
 

홍보 장비 $8,000 

카운티 인쇄물 $6,000 

자동차 렌트 및 유류비 $1,200 

각 등록된 유권자에 대한 2번의 직접 우편 $1,100,000 

 

비용 

2021년 9월 14일에 CA 
주지사 소환 투표로 치러진 

VCA 유사 선거 비용 , 
(비교 대상 선거) 

VCA 선거 비용* 

선거 운동원 $519,720.56 $519,720.56 
투표 센터 임대료 $21,671.97 $21,671.97 
광고 및 홍보 $557,500.76 $1,250,000.00 

*예상 예산 

선거관리국은 이 새로운 모델에 따라 선거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장기적 비용 및 절감에 대해 유권자 선택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석할 것입니다. 

24시간 투표용지 반납 상자 

Alameda 카운티의 24시간 투표용지 반납 상자 장소의 전체 목록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24시간 투표용지 반납 상자는 각 주 및 카운티 선거 29일 전에 열려 있습니다. 
 

도시/지역 이름 주소 

Albany Albany City Hall Albany City Hall 1000 San Pablo Ave. 94706 

Ashland REACH Ashland Youth Center 16335 E 14th St. San Leandro, CA 94578 
Alameda Alameda City Hall Alameda City Hall (cross streets of Santa Clara Ave. 

and Oak St.) 2263 Santa Clara Ave. 94501 

Alameda College of Alameda College of Alameda  
Alameda Bay Farm Island Library/ Park 3221 Mecartney  94502 
Berkeley Berkeley Civic Center Bldg. 2180 Milvia St. 9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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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이름 주소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Between Sather 
Gate and Architects & Engineers Building 

Berkeley Frances A. Rec. Center 2800 Park Street 94702  

Berkeley Claremont Branch Library 2940 Benvenue, Avenue, 94705 
Berkeley North Branch Library 1170 The Alameda, 94707  

Berkeley Berkeley Public Library West 
Branch 

1125 University Ave, 94702  

Cherryland Cherryland Park Grove Way, Hayward  
Castro Valley Castro Valley Library 3600 Norbridge Ave, 94546 

Castro Valley Castro Valley Community Center 18988 Lake Chabot Rd, 94546 

Castro Valley Bay Trees Park 19855 Cull Canyon 94546  

Dublin Dublin City Offices Dublin City Offices 100 Civic Plaza Dublin, CA 94568 

Dublin The Wave  4201 Central Parkway, 94568 
Emeryville Emeryville City Hall 1333 Park Ave. 94608 

Fremont Fremont City Building 3300 Capitol Ave., Building A, 94538 

Fremont Centerville Library 3801 Nicolet Ave, 94536 

Fremont Irvington Library 41825 Greenpark Dr., 94538 

Fremont Northwestern Polytechnic 
University 

47671 Westinghouse Drive, 94539 

Fremont Ohlone College Ohlone College - Building 19 
Fremont Niles Library 150 I St., 94536 
Fremont Fremont Main Library 2400 Stevenson Blvd., 94538 
Fremont East Bay Depot Cafe 37260 Fremont Blvd., 94536 
Fairview San Felipe Community Park 2058 D St., 94541 
Hayward Hayward City Hall 777 B St., 94541 
Hayward CSUEB California State University - Between Old and New 

University Union 
Hayward Chabot College 25555 Hesperian Blvd., 94545, Near Bus Stop on 

Campus, close to the 200 Building 

Hayward Hayward Hall of Justice 24405 Amador St, 94544 
Hayward Hayward Weekes Community 

Center 
27182 Patrick Avenue, 9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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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이름 주소 

Livermore Livermore City Hall 1052 South Livermore Ave., 94550 

Livermore Livermore Public Library – Rincon 
Branch 

725 Rincon Ave., 94551 

Livermore Summit Park 6329 Tioga Pass Ct, 94551 

Newark Newark City Hall 37101 Newark Blvd., 94560 

Newark Newark Community Center Park 35501 Cedar Blvd., 94560 

Oakland Alameda County Administration 
Building 

1221 Oak St., 94612  

Oakland Rene C. Davidson Courthouse 1225 Fallon St., 94612 

Oakland Alameda County Registrar of 
Voters 

1225 Fallon St. Room G-1, 94612 

Oakland Samuel Merritt University 450 30th St., 94609 

Oakland Merritt College 12500 Campus Dr., 94619 

Oakland Highland Hospital 1411 E 31st St., 94602  

Oakland Recreation center 6300 Moraga Ave., 94611  

Oakland Temescal Walgreens 5055 Telegraph Ave., 94609 

Oakland Rainbow Recreation Center 5800 International Blvd., 94621  

Oakland Eastmont Wellness 7200 Bancroft Avenue, 94605 

Oakland Keller Market  4400 Keller Ave., 94605  

Oakland Peralta Hacienda Historical Park 2496 Coolidge Avenue, 94601  

Oakland Cesar E. Chavez Library - Fruitvale 3301 E 12th St #271, 94601 Library/BART 

Oakland DeFremery Park 1651 Adeline Street, 94607 

Oakland Roots Community Center 9925 International Blvd, 94603  

Oakland Goodwill- Laurel 3525 MacArthur Blvd., 94619 

Oakland Woodminster Market 5000 Woodminster Lane, 9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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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이름 주소 

Oakland Warehouse 8000 Capwell Dr., 94621 

Piedmont Piedmont Highland Way and Mountain Avenue, 94611 

Pleasanton Pleasanton City Hall 123 Main St. 94566 

Pleasanton Dolores Bengston Aquatic Center 4455 Black Avenue, 94566 

Pleasanton Pleasanton Sports Complex 5800 Parkside Dr., 94588 

San Leandro San Leandro Civic Center 835 East 14th St., 94577 

San Leandro Fairmont Hospital - Building 
Maintenance Department  

15400 Foothill Blvd., 94578 

San Leandro Manor Branch Library 1241 Manor Blvd., 94579 

San Leandro San Leandro Hospital 13855 E 14th St., 94578 

San Lorenzo San Lorenzo Library 395 Paseo Grande, 94580 

Union City Union City City Hall 34009 Alvarado-Niles Rd., 94587 

Union City Contempo Park  32300 Meteor Drive, 94587 

Union City Holly Community Center 31600 Alvarado Blvd., 94587 

 

가능성 있는 투표 센터 장소 
 
주 전체 및 카운티 전체 선거를 위해 Alameda 카운티에는 총 100개의 투표 센터가 있습니다. 아래 목록은 
투표 센터의 전체 목록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투표 센터 장소의 최종 목록은 선거관리국 웹사이트 
www.acvote.org 의 선거 정보 아래에 게시됩니다. 
  

  

http://www.acvo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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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있는 투표 센터(완전한 목록은 아니며, 선정 절차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시려면, 제 1장의 투표 센터 선거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장소 이름 
호수  

(가능한 경우) 
주소 운영 기간 

1ST CONGREGATIONAL CH OF 
ALAMEDA 

FELLOWSHIP 
HALL 

1912 CENTRAL AVE ALAMEDA 4 

81ST AVE BRANCH LIBRARY   1021 81ST AVE OAKLAND 4 
ALAMEDA COUNTY 
ELECTRICAL JATC 

  14600 CATALINA ST SAN 
LEANDRO 

11 

ALAMEDA COUNTY OFFICE 
BUILDING 

PUBLIC HEARING 
RM 

224 W WINTON AVE 
HAYWARD 

4 

ALBANY  REC & COMM 
SERVICES 

COMMUNITY 
CENTER 

1249 MARIN AVE ALBANY 4 

ALLEN TEMPLE 
GYM 8501 INTERNATIONAL BLVD 

OAKLAND 
4 

BASERO MOBILE PARK 
SOCIAL HALL 4141 DEEP CREEK RD 

FREMONT 
4 

BERKELEY ADULT SCHOOL 
GYM 1701 SAN PABLO AVE 

BERKELEY 
4 

BERKELEY HIGH SCHOOL  GYM 1980 ALLSTON WAY BERKELEY 4 

BETH EDEN BAPTIST CHURCH FLC 1183 10TH ST OAKLAND 4 

BETHEL PRESBY CHURCH 
MPR/FIRESIDE 14235 BANCROFT AVE SAN 

LEANDRO 
4 

BOTHWELL ARTS CENTER EAST END 2466 8TH ST LIVERMORE 11 

BOYS AND GIRLS CLUB 
  2200 SAN LEANDRO BLVD SAN 

LEANDRO 
4 

BROOKEVALE ELEM SCHOOL   3400 NICOLET AVE FREMONT 4 
BUENA VISTA UNITED 
METHODIST CH 

SOCIAL HALL 2311 BUENA VISTA AVE 
ALAMEDA 

4 

BURCKHALTER ELEM SCHOOL 
  3994 BURCKHALTER AVE 

OAKLAND 
4 

CAL STATE UNIV EAST BAY 
  25800 CARLOS BEE BLVD 

HAYWARD 
4 

CASTRO VALLEY LIBRARY 
  3600 NORBRIDGE AVE CASTRO 

VALLEY 
4 

CELEBRATION CHURCH ROOM 2 1135 BLUEBELL DR LIVERMORE 4 

CENTRAL BAPTIST CHURCH 
WORSHIP 
CENTER 

2133 CENTRAL AVE ALAMEDA 11 

CHABOT COLLEGE 
EVENT CENTER 25555 HESPERIAN BLVD 

HAYWARD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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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이름 
호수  

(가능한 경우) 
주소 운영 기간 

CHURCH OF THE 
TRANSFIGURATION 

HALL 4000 E. CASTRO VALLEY BLVD 
CASTRO VALLEY 

11 

CHURCH ON THE CORNER SANCTUARY 1319 SOLANO AVE ALBANY 4 

COLLEGE OF ALAMEDA 
  555 RALPH APPEZZATO 

MEMORIAL PKWY ALAMEDA 
4 

COMMUNITY OF CHRIST 
FREMONT 

  34050 PASEO PADRE PKWY 
FREMONT 

4 

CORNERSTONE FELLOWSHIP 
FELLOWSHIP 
HALL 

180 LEWELLING BLVD SAN 
LORENZO 

11 

DOWNTOWN HAYWARD 
PUBLIC LIBRARY 

  
888 C ST HAYWARD 4 

DUBLIN CIVIC CENTER 
REGIONAL 
MEETING ROOM 

100 CIVIC PLAZA DUBLIN 4 

DUBLIN UNIFIED SCH 
DISTRICT 

BOARDROOM 
7471 LARKDALE AVE DUBLIN 11 

EAST OAKLAND SENIOR 
CENTER 

MULTIPURPOSE 
9255 EDES AVE OAKLAND 4 

EASTMONT TOWN CENTER 
ENTRANCE F 

UNIT 52 7200 BANCROFT AVE 
OAKLAND 

11 

ED ROBERTS CAMPUS   3075 ADELINE ST BERKELEY 4 
ELMHURST MIDDLE SCHOOL GYM 1800 98TH AVE OAKLAND 11 
EMERYVILLE SENIOR CENTER   4321 SALEM ST EMERYVILLE 4 
EPWORTH UNITED 
METHODIST CHURCH 

FELLOWSHIP 
HALL 

1953 HOPKINS ST BERKELEY 4 

FAIRVIEW ELEMENTARY 
SCHOOL 

  
23515 MAUD AVE HAYWARD 4 

FAIRWAY PARK BAPTIST 
CHURCH 

  
425 GRESEL ST HAYWARD 4 

FIRE STATION 6 APP BAY 4550 EAST AVE LIVERMORE 4 

FREMONT ADULT SCHOOL 
  4700 CALAVERAS AVE 

FREMONT 
4 

FREMONT HIGH SCHOOL 
  4610 FOOTHILL BLVD 

OAKLAND 
4 

FREMONT MAIN LIBRARY 
FUKUYA 2400 STEVENSON BLVD 

FREMONT 
11 

FRUITVALE ELEMENTARY 
SCHOOL 

  
3200 BOSTON AVE OAKLAND 4 

HALCYON BAPTIST CHURCH 
  2860 HALCYON DR SAN 

LEANDRO 
4 

HARVEST PARK MIDDLE 
SCHOOL 

GYM 4900 VALLEY AVE 
PLEASANTO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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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이름 
호수  

(가능한 경우) 
주소 운영 기간 

HINDU COMMUNITY AND 
CULTURAL CENTER 

KEDARNATH 
ROOM 

1232 ARROWHEAD AVE 
LIVERMORE 

11 

HIRING HALL - CHERRYLAND   1050 MATTOX RD HAYWARD 11 

HOLY CROSS LUTHERAN 
CHURCH 

FELLOWSHIP 
HALL 

1020 MOCHO ST LIVERMORE 4 

IRVINGTON LIBRARY 
LIBRARY 41825 GREENPARK DR 

FREMONT 
4 

ISLAMIC CENTER ON 
FREMONT 

LADIES GYM 
AREA 

42412 ALBRAE ST FREMONT 4 

ITLONG VERA-CRUZ MIDDLE 
SCHOOL 

  31604 ALVARADO BLVD 
UNION CITY 

4 

JACK LONDON AQUATIC 
CENTER 

  
115 EMBARCADERO OAKLAND 4 

JAMES LEITCH ELEM SCHOOL   47100 FERNALD ST FREMONT 4 

JAMES LOGAN HIGH SCHOOL GYM 1800 H ST UNION CITY 4 

JOAQUIN MILLER CENTER 
ASSEMBLY 
ROOM 

3594 SANBORN DR OAKLAND 4 

LAKE MERRITT UNITED METH 
CHURCH 

  1330 LAKESHORE AVE 
OAKLAND 

4 

LAKESIDE PARK GARDEN VISTA ROOM 666 BELLEVUE AVE OAKLAND 4 
LIFE ADVENTIST CH OF 
BERKELEY 

  
2236 PARKER ST BERKELEY 4 

LIFE WEST COLLEGE 
  25001 INDUSTRIAL BLVD 

HAYWARD 
4 

LIVERMORE VALLEY 
ACADEMY 

ROOM 16 
557 OLIVINA AVE LIVERMORE 4 

LONGFELLOW SCHOOL GYM 1522 WARD ST BERKELEY 4 

MILLS COLLEGE 
HAAS GYM IN 
JUNE & SU IN 
NOV. 

5000 MACARTHUR BLVD 
OAKLAND 

4 

MONTERA MIDDLE SCHOOL MPR 5555 ASCOT DR OAKLAND 4 
MUSLIM COMMUNITY 
CENTER 

BANQUET HALL 5724 W LAS POSITAS BLVD 
PLEASANTON 

11 

NEW HAVEN ADULT SCHOOL MPR 600 G ST UNION CITY 4 

NEWARK PUBLIC LIBRARY MEETING ROOM 37055 NEWARK BLVD NEWARK 11 

OAKLAND PUBLIC LIB 
ROCKRIDGE BRANCH 

2ND FLOOR 
5366 COLLEGE AVE OAKLAND 4 

OAKLAND TECH HIGH SCHOOL GYM 4351 BROADWAY OAKLAND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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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이름 
호수  

(가능한 경우) 
주소 운영 기간 

PALMA CEIA BAPTIST CHURCH BENNETT HALL 28605 RUUS RD HAYWARD 4 

PALOMARES HILLS REC CTR 
  6811 VILLAREAL DR  

CASTRO VALLEY 
4 

PIEDMONT VETERANS 
MEMORIAL BLDG 

BALLROOM 401 HIGHLAND AVE 
PIEDMONT 

4 

PLEASANTON MIDDLE 
SCHOOL 

GYM 
5001 CASE AVE PLEASANTON 4 

PRESCOTT SCHOOL MPR 920 CAMPBELL ST OAKLAND 11 

ROSA PARKS SCHOOL 
MULTI-USE 
ROOM 

920 ALLSTON WAY BERKELEY 4 

SAN LORENZO COMM CH 
SOCIAL HALL 945 PASEO GRANDE 

SAN LORENZO 
4 

SANTA RITA PUBLIC WORKS 
CONFERENCE 
ROOM 

4825 GLEASON DR DUBLIN 4 

SHEPHERED OF THE HILLS 
LUTHERAN CHURCH 

  401 GRIZZLY PEAK BLVD 
BERKELEY 

4 

SIKH TEMPLE CANOPY 300 GURDWARA RD FREMONT 4 
SL VETERANS MEMORIAL 
BLDG 

  1105 BANCROFT AVE SAN 
LEANDRO 

4 

SOUTH SHORE CENTER   2130 OTIS DRIVE ALAMEDA 4 

ST CLEMENTS CHURCH 
MCCOLLUM 
HALL 

750 CALHOUN ST HAYWARD 4 

ST COLUMBA CATHOLIC 
CHURCH 

  6401 SAN PABLO AVE 
OAKLAND 

4 

ST JARLATH CHURCH   2620 PLEASANT ST OAKLAND 4 
ST JOHN EPISCOPAL CHURCH   1707 GOULDIN RD OAKLAND 4 

TEMPLE ISRAEL 
SOCIAL HALL 3183 MECARTNEY RD 

ALAMEDA 
4 

THE SILLIMAN CENTER   6800 MOWRY AVE NEWARK 4 

THE WAVE 
COMMUNITY 
ROOM 

4201 CENTRAL PARKWAY 
DUBLIN 

4 

THINK COLLEGE NOW 
GYM 2825 INTERNATIONAL BLVD 

OAKLAND 
4 

THOMAS S HART MIDDLE 
SCHOOL 

GYM 4433 WILLOW RD 
PLEASANTON 

4 

TROPICS MOBILE HOME PARK 
AUDITORIUM 33000 ALMADEN BLVD 

UNION CITY 
11 

UNITED CHURCH OF CHRIST 
FREMONT 

SOCIAL HALL 
38255 BLACOW RD FREMONT 4 

UNITED FOR SUCCESS 
ACADEMY 

GYM 
2101 35TH AVE OAKLAND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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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파트너 

귀하 혹은 귀하의 단체가 투표 센터 홍보 및 교육에 대해 Alameda 카운티 선거관리국과 협력하고 
싶으시다면 vca@acgov.org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언어 커뮤니티 파트너 
• Asian Advisory Collaborative 
• Asian American Curriculum Project Inc. 
• Asian Civil Liberties Union (ACLU) 
• Asian Pacific Environment Network (APEN) 
• Cantonese Speaking Academy Alumni 
• Center for Empowering Refugees and Immigrants (CERI) 
• Chinese American Citizens Alliance 
• Dien Hong Senior Center 
• East Bay Asian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 East Bay Asian Youth Center 
• East Bay Refugee Forum 
• Family Bridges 
• Filipino for Justice 
• Hong Lok Senior Center 
• Lao Family Community Development 
• Lincoln Square Recreation Center 
• Oakland Asian Cultural Center 
• Oakland Chinatown Chamber of Commerce 
• Oakland Community Organization (Spanish) 
• Oakland Public Asian Library 
• Oakland Vietnamese Chamber of Commerce 
• Spanish Speaking Citizens' Foundation 
• The Unity Council (Fruitvale Village) Spanish 

장소 이름 
호수  

(가능한 경우) 
주소 운영 기간 

UNITED METHODIST CHURCH 
OF CV 

FELLOWSHIP 
HALL 

19806 WISTERIA ST 
CASTRO VALLEY 

4 

VALLEJO MILL ELEM SCHOOL 
LIBRARY 38569 CANYON HEIGHTS DR 

FREMONT 
4 

VALLEY VIEW ELEMENTARY 
SCHOOL 

MPR 480 ADAMS WAY 
PLEASANTON 

4 

WEST OAKLAND PUBLIC 
LIBRARY 

MEETING ROOM 
1801 ADELINE ST OAKLAND 4 

WILLARD MIDDLE SCHOOL GYM 2425 STUART ST BERKELEY 4 
WILLIAMS CHAPEL BAPTIST 
CHURCH 

  
1410 10TH AVE OAKLAND 4 

mailto:vca@acgo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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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 
• Van Lang Language Center (Vietnamese) 
• Vietnamese Community Development Incorporated Of The East Bay 
 
빈민 커뮤니티 파트너  
• ACC Food Bank 
• ALCO Probation Dept 
• Alameda Point Collaborative 
• BOSS – Building Opportunities for Self Sufficiency 
• California Hotel 
• Center of Reentry Excellence (Felton Inst.) 
• Covenant House 
• East Bay Housing Organizations 
• Felton Institute 
• Impact Justice (Homecoming Project) 
• Legal Services for Prisoners with Children (LSPC) 
• Meals On Wheels 
• Oakland Housing Authority 
• Public Defender’s Client Advocates 
• Restore Oakland 
• Roots Community Health Center 
• California State Parole Office 
• The Unity Council 
• YEAH (Youth Engagement Advocacy Housing) 

 
학교/지역 대학 파트너 

• Arroyo High School 
• Berkeley High School 
• Bishop O'Dowd High School 
• California State University, East Bay 
• College Of Alameda 
• Dewey Academy 
• Dewey Academy High School 
• Dublin High School 
• Encinal High School 
• Irvington High School 
• James Logan High School 
• John F. Kennedy High School 
• Laney College 
• Livermore High School 
• Merritt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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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지역 대학 파트너(계속) 
• Mills College 
• Mission San Jose High 
• Newark Memorial High School 
• Oakland High School 
• Oakland Military Institute 
• Robertson High School 
• Royal Sunset High School 
• Saint Mary’s College 
• San Leandro High School 
• San Lorenzo High School 
• Skyline High School 
• Tennyson High School 
• UC Berkeley 
• Washington High School 

 
종교 기반 커뮤니티 파트너  

• Acts Full Gospel 
• Allen Temple Baptist Church 
• Buddhist Temple Oakland 
• Cornerstone Fellowship 
• Fremont Sikh Temple 
• Grace Church 
• Gurdwara Sahib of Fremont 
• Holy Names University 
• Olivet Oakland Church 
• Pho Tu Buddhist Center 
• Saint Anne Catholic Church 
• Shiloh Church 
• St. Andrew Kim Korean Church 
• St. Barnabas Church of Alameda City 
• St. Bernard Church 
• St. Elizabeth Catholic Church 
• Tabernacle Missionary Baptist 
• The New Parks Chapel A.M.E Church 

 
장애인 커뮤니티 파트너 

• Alameda County Network of Mental Health Clients (ACNMHC) 
• Berkeley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 California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Orientation Center for The Blind 
•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CIL) 
• Chabot College 
• Community Resources for Independent Living (CRIL) 
• CRIL Hay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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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YJ (Communities United for Restorative Justice)   
•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 East Bay Center for the Blind 
• East Oakland Community Project (EOCP)t 
• Emeryville Senior Center  
• Faith In Action Community 
• Friends of Children with Special Needs 
• Fruitvale-San Antonio Senior Center 
• Hong Lok Senior Centers 
• Immigration Clinic (Oakland) 
• Mastic Senior Center 
• North Berkeley Senior Center 
• Root and Rebound 
• San Leandro Senior Community Center 
• St. Mary's Center 
• Stepping Stones 
• Vietnamese Senior Center 

 
그 밖의 커뮤니티 파트너(옹호, 정치 및 전문가) 

• ACFANFEST 
• ACLU of N. California 
• Acta Non Verba Farm 
• Alameda County Mosquito Abatement District 
• Alameda Landing 
• Alameda Library 
• Alameda Multicultural Community Center 
• Bay Area Rapid Transit (BART) 
• Black Joy Parade 
• Boy Scout Troop (Oakland) 
• Caledonian Club of San Francisco 
• Cal Red Berets 
• Castro Valley Pride 
• Centro Legal 
• City of Albany Recreation and Community Services 
• City Of Dublin 
• City of Hayward 
• City of Emeryville 
• City of Livermore 
• Delta Kappa Omega Women's Society 
• Dublin Library 
• East County Animal Shelter 
• Eastmont Mall 
• Friends of the Alameda Animal Shelter 
• Golden State Warr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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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on Bay Homeowners Association 
• High Line Kites 
• La Familia 
• League of Women Voters 
• MLK Freedom Center 
• Montclair Library 
• Newark Library 
• Newark Rotary Club 
• NewPark Mall 
• Oakland Animal Shelter 
• Oakland Black Cowboy Association 
• Oakland LGBTQ+ Community Center 
• Oakland Pride Parade & Festival 
• Oakland Unified School District 
• Piedmont City Hall 
• Planting Justice 
• Red Cross 
• Restorative Justice for Oakland Youth (R-JOY) 
• Rockridge District Association 
•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 South Shore Center 
• Southland Mall 
• SCI Graphics 
• SPCA 
• Stoneridge Mall 
• The Dublin Wave 
• The Unity Council (Fruitvale Village) 
• Walgreens 
• Walton Consulting 
• YMCA 
• Youth Enrichment Services 
• Youth Uprising 

  



   
 

40 
개정. 04/18/2022 

Alameda 카운티 선거관리국 
언어 접근성 자문 위원회(LAAC) 및 투표 접근성 자문 위원회 구성원 조직 

 
 

언어 접근성 자문 위원회 
 

• Chinese American Citizens’ Alliance 
• Family Bridges, Inc. Hong Lok Senior Center 
• Cantonese Speaking Citizens Academey Alumni 
• Asian Law Caucus 
• Spanish Speaking Citizens’ Foundation 
• East Bay Vietnamese Association 
• East Bay Legal Aid Center 
• Vietnamese Voter League 
• Dien Hong Senior Center 
• Alameda County Refugee Forum 
• New Apostolic Church 
• Oakland Vietnamese Chamber of Commerce 
• Vietnamese Community Development  
• Pho Tu Buddhist Center 
• Filipino Advocates fro Justice 
• Mobilize the Immigrant Vote 
• Lincoln Square Recreation Center 
• J.L. Richard Terrace Senior Home & Irene Cooper 
• Asian Pacific Environment Network (APEN) 

 

투표 접근성 자문 위원회 

• Disabiltiy Rights of California 
•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CIL) 
• Community Resources for Indenpendnt Living (CRIL) Hayward 
• Voters from the Disability Community 
• City of Oakland – ADA Progr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