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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증명서(Voter ID)에 대한 질문과
대답
2012 년 10 월, Pub #5515.03-korean
여론조사 사이트에 투표하려면 증명서(ID)를 가져와야 하나요?
또는 우편투표에 내 투표 복사본을 부쳐야 하나요?
다른 많은 주와 달리, 캘리포니아에는 제한적 선거증명서(Voter ID)법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유권자는 선거증명서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선거지원법(HAVA: Help America Vote Act)과 캘리포니아 선거법
섹션 2150(7)에 따라, 유권자 등록을 할 때 다음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 현재 유효한 운전면허증 또는
- 등록에 관한 서명 진술서의 신분증(주 ID) 또는
- 사회보장번호의 마지막 4자리수.
이러한 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캘리포니아 장관이 대상자에게 고유
번호를 할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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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내 ID 를 제시해야 하나요?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 귀하에게 귀하의 ID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처음 유권자가 되고 우편으로 등록했을 때
- 운전면허증 번호, 캘리포니아 ID 번호 또는 사회보장번호의
마지막 4 자리수를 유권자 등록 양식에 제공하지 않았을 때

어떤 종류의 ID 를 보여줄 수 있나요?
법규에 따라, 만족스러운 신분증으로 간주되는 현재 유효한 사진 신분증
또는 기타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I.

제공할 수 있는 사진 신분증 종류:

- 운전면허증 또는 주 발급 신분증
- 여권
- 사원증
- 상용 시설에서 제공한 신분증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 군인 신분증
- 학생 신분증
- 헬스클럽 신분증
- 의료보험 신분증

타이틀 2, 캘리포니아 규정집, 섹션 20107(d)(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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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진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신분증 종류:

- 공과금
- 은행 입출금 내역서
- 정부 확인
- 정부 급여
- 유권자 신고 카드
- 공영주택 신분증
- 임대차 계약 또는 임대 증명서 또는 계약서
- 등록금 명세서 또는 청구서
- 형사 사건, 기소, 서고 또는 기타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유권자에게 발급된 퇴소확인서, 사면 또는 기타 공식 문서

타이틀 2, 캘리포니아 규정집, 섹션 20107(d)(2) 참조

ID 제시를 요청할 경우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선거일 전에, 해당 주의 선거관리인 사무소에서는 투표할 경우 ID 를
제시해야 하는 사람을 판별합니다. 여론조사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투표할
때 귀하의 이름 옆에 귀하는 ID 를 제공해야 한다는 참고가 나타납니다.
투표소 직원은 투표 로그인 명부에 지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귀하에게
ID 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ID 제시 요청을 받을 때 이를 거부할 경우, 잠정투표를 사용하여 투표하고,
다음과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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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소 직원에게 투표 로그인 명부 어디에 귀하가 ID 를
제공해야 함을 나타내는지 보여달라고 합니다. 또는
- 주 선거관리인 관리소에 문의합니다. 또는
- Disability Rights California(캘리포니아 장애인 권익회)에
문의합니다.

선거 당일
북부 캘리포니아: 1-888-569-7955
남부 캘리포니아: 1-888-733-7565
TTY - 1-800-719-5798
선거일 전 또는 후 1-800-776-5746
- 캘리포니아주 서기관 핫라인으로 문의
- 영어: (916) 657-2166 또는 (800) 345-VOTE (8683)
- 스페인어: (800) 232-VOTA (8682)

귀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간행물에 대한 다음의 설문 조사지를
작성하여 저희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설문 조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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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은 800-776-5746 으로 전화하거나 상담 요청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기타 다른 목적으로는 916-504-5800(북부 캘리포니아), 213-213-8000(남부
캘리포니아)으로 전화하십시오.
Disability Rights California(캘리포니아 장애인 권익회)는 다양한

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고 있으며, 자금 제공자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http://www.disabilityrightsca.org/
Documents/ListofGrantsAndContracts.html 를 방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