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RC(캘리포니아 장애인 권리 보호기관)의 투표 계획 수립 요령 2022년 8월 

투표 핫라인: (888) 569-7955 

성공적인 투표를 위한 계획 세우기 
 
다음은 성공적인 투표 경험을 위해 각 선거 전에 생각해 보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세 페이지에서 자신의 투표 계획을 작성해 보십시오. 

귀하를 돕는 다른 사람들과 이 계획을 공유할 수도 있지만 꼭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카운티 선거 사무소로 연락하거나 DRC의 투표 

핫라인으로 전화하십시오: (888) 569-7955. 
 
유권자 등록: 투표하려면 등록해야 합니다. 
 

• 유권자 등록을 하셨습니까? 

• 유권자 등록 시 귀하의 이름과 주소가 최신 정보입니까?  

• 귀하에게 후견인이 있는 경우, 법원이 귀하가 투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명령을 내렸습니까? 
 
우편 투표: 투표용지는 모든 등록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우편으로 투표하고 싶으십니까? 

• 귀하는 종이 투표용지에 기표하거나 용지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 다른 형식의 투표 자료가 필요하십니까? 

• 대신 원격 접근 우편 투표(RAVBM) 시스템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그것에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까? 

• 귀하의 이름을 서명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알고 있습니까? 

• 기표된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반송하거나 투표용지 투입함에 넣거나 

투표소에서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까?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
https://registertovote.ca.gov/
https://registertovote.ca.gov/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ublications/your-voting-rights-when-you-are-under-conservatorship
https://www.sos.ca.gov/elections/voter-registration/vote-mail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ublications/many-voters-with-disabilities-can-vote-by-mail-privately-and-independently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ublications/you-can-vote-even-if-you-cant-sign-your-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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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관련 작업에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누가, 언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예비 계획이 있습니까? 
 
직접 투표: 투표용지가 우편으로 발송되더라도 여전히 직접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직접 투표해야 합니까(또는 선호하십니까)? 

• 귀하가 사용할 투표소의 주소는 무엇입니까? 

• 해당 투표소는 무슨 요일, 몇 시에 문을 엽니까? 

• 투표소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그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투표 옵션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투표 관련 작업에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귀하가 투표소에 

함께 가자고 할 사람이 한두 명 있습니까? 그들은 함께 갈 수 있습니까?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
https://caearlyvoting.sos.ca.gov/
https://caearlyvoting.sos.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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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핫라인: (888) 569-7955 

내 투표 계획 선거일: ________________ 

지침: 해당되는 상자에 표시하십시오. 어떤 것에 대해 잘 모르거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카운티 선거 사무소에 연락하거나 DRC의 

투표 핫라인 (888) 569-7955로 전화하거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미리 생각해 두면 계획에 빈틈이 있는지 찾아서 선거일 전에 

시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권자 등록 

☐저는 유권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제 카운티 선거 사무소에 제 현재 이름과 주소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등록하기 위해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등록 방법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편 투표 

☐저는 우편으로 투표할 계획입니다.

☐저는 저에게 우송된 투표용지에 기표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이상의 대체 형식으로 된 투표 자료가 필요합니다.

☐저는 카운티 선거 사무소에 아래의 형식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주 주무장관에게 아래의 형식을 요청했습니다.

형식:  ☐ 큰 활자 ☐ 오디오 ☐ 점자 ☐ PDF

☐저는 카운티의 원격 접근 우편 투표(RAVBM) 시스템을 통해 전자 장치를

사용하여 투표용지에 기표할 계획입니다.

☐저는 RAVBM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
https://registertovote.ca.gov/
https://www.sos.ca.gov/elections/voting-resources/county-elections-offices
https://www.sos.ca.gov/elections/voter-registration/vote-mail
https://www.sos.ca.gov/elections/voting-resources/county-elections-offices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ublications/many-voters-with-disabilities-can-vote-by-mail-privately-and-independently


 

DRC의 체크리스트   ●   2 / 3페이지   ● 2022년 8월 

투표 핫라인: (888) 569-7955 

☐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 

☐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에 연결된 프린터 

☐ 저는 종이 RAVBM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 그것을 읽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저는 카운티의 RAVBM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등록했습니다. 

☐ 저는 데모 웹 사이트를 통해 RAVBM 사용을 연습했습니다. 

☐ 저는 투표용지 반송 봉투에 서명하는 방법(다음 중 하나)을 알고 

있습니다. 

☐ 저는 제 이름을 서명할 수 있으며, 제 서명은 카운티 선거 사무소에 

등록된 서명과 일치할 것입니다. 

☐ 저는 제 이름을 서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제 이름 대신 X와 같은 표시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이 증인으로 봉투에 서명하게 할 것입니다. 

☐ 저는 미리 등록한 서명 스탬프를 사용할 것입니다. 
 
 

☐ 저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다음과 같이 반송할 계획입니다. 

☐ 우편으로(선거 당일 또는 그 이전 일자의 소인이 찍혀 있음) 

☐ 투표용지 투입함에(선거 당일 오후 8시까지) 

투입함 위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투표소에서(선거 당일 오후 8시까지) 

투표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접 투표 
 
☐ 저는 직접 투표할 계획입니다. 

☐ 저는 다음 투표소에서 투표할 계획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직접 사전 투표(선거일 전)가 이 투표소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ublications/you-can-vote-even-if-you-cant-sign-your-name
https://caearlyvoting.sos.ca.gov/
https://caearlyvoting.sos.ca.gov/
https://caearlyvoting.sos.ca.gov/
https://caearlyvoting.sos.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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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핫라인: (888) 569-7955 

☐ 저는 이 날에 투표할 계획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투표소는 다음 시간에 열립니다. _____________________ 

☐ 저는 투표소에 다음과 같이 갈 계획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저는 투표소의 물리적 접근성에 대한 우려 사항을 조사했습니다. 

☐ 저는 가두 투표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 저는 제 투표소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저는 제가 도착했을 때 선거 안내 요원을 제 차량으로 호출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 저는 제가 직접 투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음의 것들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 접근 가능한 투표 기계(투표용지 기표 장치라고도 함), 특히 다음 기능: 

☐ 터치 스크린 

☐ 화면의 텍스트를 읽고 지침을 제공하는 오디오 

☐ 화면의 텍스트 확대 

☐ 화면의 색상 대비 변경 

☐ 호흡 스위치(sip-and-puff) 또는 패들 스위치 장치를 연결하기 위한 

포트 

☐ 돋보기 또는 확대경 

☐ 펜 볼 그립(펜을 잡는 데 도움이 됨) 

☐ 서명 가이드(정확한 위치에 서명하는 데 도움이 됨) 

☐ 다음의 사람/사람들이 저와 함께 투표소에 갈 것입니다: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
https://caearlyvoting.sos.ca.gov/


 

DRC의 체크리스트   ●   4 / 3페이지   ● 2022년 8월 

투표 핫라인: (888) 569-7955 

투표 보조 
 
지침: 이 페이지에 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른 메모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투표를 위해 어떤 도움을 원하거나 필요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즉, 유권자 등록부터 투표용지의 내용 파악, 투표에 이르기까지의 투표 

과정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 저는 다음의 투표 관련 작업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 다음의 사람이 저를 돕는 데 동의했습니다. 
 
 
 
 
 
 
☐ 제가 이런 도움을 받는 방법과 시기에 대한 세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의 계획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예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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