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보호 및 옹호 시스템

장애가 있는 많은 유권자들이 우편으로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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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우편투표는 캘리포니아에서 점점 더 대중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장애가 있는 유권자(예: 시각 및 소근육운동 장애)는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투표용지를 읽거나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모든 카운티는 2020 년 1 월 1 일부터 원격
우편투표(RAVBM, Remote Accessible Vote-by-Mail)를 제공해야합니다. 이
지시가 내려지기 전에는 특정 카운티에서만 우편투표를 제공했습니다.
새롭게 지시된 이 접근 방식은 시각장애 및 소근육운동장애와 같은 특정
장애를 가진 유권자가 이제 개인적이고 독립적으로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격 우편투표(RAVBM)란 무엇입니까?
원격 우편투표(RAVBM) 시스템을 통해서 투표용지를 읽고 기표하는 데
도움을 받기위해 종종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장애인 유권자들이 집에서
개인적으로 또한 독립적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투표는
아닙니다.
RAVBM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일반적으로 RAVBM 시스템을 통해서 장애가 있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보조장치를 사용해서 투표용지를 읽고 기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장애가 있는 유권자는

의사표시를 한 내용을 인쇄하여 카운티 선거 관리국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는 RAVBM 시스템의 데모 비디오를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장애가 있는 유권자가 선택사항을 표시한 투표용지를 카운티 선거
관리국으로 돌려보냅니까?
유권자는 카운티 선거 관리 사무소에서 특별히 제공하는 봉투를
투표소(또는 투표본부)에 갖다 주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데, 시력
장애가 있는 사람이 어디에 서명해야 하는지 표시하기 위해 구멍이
뚫려있는 그 봉투에 서명해야 합니다.
RAVBM 투표용지를 받기위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일부 카운티에서는 RAVBM 시스템을 사용하려는 장애 유권자가 먼저
우편투표 유권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유권자는 투표일 칠(7)일전까지
우편투표용지 또는 RAVBM 투표용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Los Angeles
제외한2 유권자 선택법이 적용되는 카운티에3 거주하는 유권자는
우편투표용지 요청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는 자동적으로 반송우편봉투와
같이 투표용지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RAVBM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유권자는 모두 지역에 관계없이 투표일 7 일 전까지 RAVBM 요청을
해야합니다.
캘리포니아에는 몇 개의 RAVBM 시스템이 있습니까?
현재 캘리포니아주 총무처장관은 세 가지 시스템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이 세 가지 시스템에는 Democracy Live Secure Select

1

일부 카운티에서는 장애 유권자가 공식 요청없이 카운티 선거 관리국 웹
사이트에서 직접 포털로 이동하여 RAVBM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별로 필요에 따라 웹 사이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기)
2
2024 년부터 Los Angeles 카운티는 등록된 모든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기)
3
유권자 선택 법령을 적용하는 카운티 목록은 주 총무국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기)

1.2.2, Five Cedars Group Alternate Format Ballot (AFB) v5.2.1 및
Dominion Cast Remote 5.2 가 포함됩니다.
RAVBM 시스템은 얼마나 안전합니까?
캘리포니아는 개인 및 독립 투표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에서 가장
정밀한 테스트 및 인증 프로그램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분 중에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투표 핫라인에 연락하십시오: 888-569-79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