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al Kelley (닐 켈리) 

2020년 11월 카운티 선거 관리 보고 – 2020년 6월 15일까지 

카운티: 전화번호: 

담당자:    이메일: 

 2020년  11월  총선거  카운티  집행  절차 

11월 선거 시 진행 계획에 관해 서술해 주십시오: 

귀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도입할 예정입니까?: 

투표 센터 

기존 투표소 

통합형 투표소 (10,000) 

통합형 투표소 및 투표 센터형 서비스 

필수로 마련해야 하는 장소는 몇 곳입니까? 

몇 곳을 마련할 예정입니까? 

확인된 장소는 몇 곳입니까? 

장소 확보에 있어 주 총무처의 지원을 요망합니까? 

오렌지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2020년 11월 3일 대통령 총선거를 선거법 제4005항에 의거해 투표 센터 제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COVID-19 사태를 

고려해 선거 계획에 있어 다음과 같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온라인 후보자등록 위주의 진행, 우편투표용지 처리 수용력 인상, 선거 요원 채용 및 입사 

과정 변경, 온라인 훈련 및 영상 제작, 투표 센터 배치도 재설계 및 사회적 거리를 준수하는 선거 후 감사, 변화를 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포괄적인 

유권자 안내 프로그램 관리. 11일간 운영되는 투표 센터는 없을 예정이며, 모든 투표 센터는 5일간 운영됩니다.   

Neal.Kelley@rov.ocgov.com 
(714) 567-5139

투표 센터/투표 장소 

예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166 

166-188

1 

예 

오렌지

mailto:Neal.Kelley@rov.ocgov.com


그렇다면 장소 크기와 면당 규격은 어떻게 됩니까? 
 

본 사무국은 아직 요구되는 장소 크기와 면당 규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5일동안만 투표 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선거 전 설치와 선거 후 철수 작업을 위해 10월 28일 수요일 및 11월 4일 수요일 장소 사용을 요청할 것입니다. 

선거 요원 

몇 명의 선거 요원을 채용할 예정입니까?  

확정된 선거 요원은 몇 명입니까? 

선거 요원 채용에 있어 주 총무처의 지원을 요망합니까? 

1200 

0 

아니오 

 
 

투입함 

몇 개의 투입함 설치가 요구됩니까?  

몇 개를 설치할 예정입니까? 

투입함을 추가로 구입해야 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투입함을 몇 개 구입합니까?  

확인된 장소는 몇 곳이 있습니까? 

투입함 장소 확보에 있어 주 총무처의 지원을 요망합니까? 

110 

110-112 

아니오 

해당사항 없음 

110 

아니오 

 
 

우편투표용지 처리 

3월에 몇 개의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하였습니까?  

이 중 교체투표용지의 수는 몇 개입니까? 

3월에 반납된 우편투표용지 중 몇 개가 서명 불일치되었습니까?  

이 중 몇 개가 계표처리되었습니까? 

발송되는 우편투표용지를 수동으로 봉인하였습니까? 

서명 확인 방법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1,675,655 

10,844 

928 (최종 불일치 건만 집계중)  

1,728 

아니오 

투표용지에 서명이 누락되었거나 불일치하는 

유권자는 이러한 사항이 안내된 편지를 

받습니다. 유권자는 공식 승인 전까지 제공된 



편지를 사용해 본 사무국으로 반송함으로서 

서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송되는 우편투표 용지, 반송봉투, 그리고 안내 샘플을 제공해 주십시오. 
 

2020년 3월 3일 대통령 예비선거에 사용된 샘플을 드립니다. 이 모든 서류들은 2020년 11월 3일 대통령 총선거에 알맞는 안내를 위해 재디자인될 

것입니다.  

개인보호장비(PPE) 

11월 선거에 선거요원과 유권자들을 위해 사용될 PPE는 구매되었습니까? 예 

11월 선거에 사용될 PPE 확보에 있어 카운티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주 총무처의 지원을 요망합니까? 아니오 

만약 그렇다면, 주 총부처가 어떤 PPE를 확보하길 요망하며 수량은 어떻게 됩니까? 

종류 내용/규격 수량 

장갑    

마스크   

얼굴 가리개   

물티슈   

소독제   

기타 (명시해 주십시오):   

자원 

11월 선거 실시에 기타 필요로 하는 자원이 있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만약 그렇다면, 어떤 자원을 필요로합니까? 

 



 

11월 선거시 도입/사용할 새로운 업체 또는 신기술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떤 업체/기술입니까? 

 

 

 

11월 선거를 진행하며 기타 고려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습니까? 

 

 

 

 

 

 

 

 

 

 

기타 

신체적 거리 유지를 위해 새로운 절차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도입. 몇 예로는 
Zoom/Webex/셀프 스케줄링 서비스/원격 교육이 있다. 2020년 11월 선거시 
사이버보안 상태 향상을 위해 새로운 사이버 보호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직원 및 유권자들의 건강과 안전. 

 

 
 

    접수하기 

예 
 



닐 켈리 국장, 오렌지 카운티 선거관리국 | 1300 S. Grand Ave., Bldg. C, Santa Ana CA 92705 | 714-567-7600

기표하고, 봉인한 후, 봉투에 서명하십시오기표하고, 봉인한 후, 봉투에 서명하십시오

1. 투표용지에 기표하십시오
• 투표용지의 지시 사항을 따르십시오. 

2. 봉투를 봉인하십시오 

• 귀하의 성함이 기재되어 있는 반송봉투를 가지고 계신 지 확인하십시오.

•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으시고 봉인하십시오.

3. 봉투에 서명하십시오
• 봉투의 뒷면에 잉크로 날짜와 귀하의 서명을 쓰십시오.

• 귀하의 성함과 유권자 등록 주소를 정자체로 쓰십시오. 

4. 투표용지 반납 방법
• 동봉되어 있는 우편요금이 지불된 봉투에 넣어 투표용지를 발송하십시오.  

• 오렌지 카운티 투표 센터 또는 팝업 이동식 투표 어느 곳에나 들러 반납하

십시오 (투표 센터 장소 및 운영시간은 ocvote.com/votecenter를 참조

하십시오).

• 어느 투표용지 투입함에나 투표용지를 투입하십시오. 

(투표용지 투입함 장소는 visit ocvote.com/dropbox를 참조하십시오). 

기타 유의사항!
• 실수를 하신 경우 선거일 이전에 714-567-7600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 귀하의 투표용지는 선거 당일 또는 그 이전 소인이 찍혀야 하고 선거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수취되어야 합니다.

• 유권자는 번역된 선거물이나 장애인용 선거물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714-567-7600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BALLOT EXPRESS 투표용지를 반납하신 후 떼어  
쓰실 수 있는 "투표했어요 (I Voted)"  

스티커를 동봉했습니다!

ORANGE COUNTY  
REGISTRAR OF VOTERS

ocvote.com/track에서 투표용지 경로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추적하십시오



청색 
또는 

검정색 펜을 
사용하십시오. 

연필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투표지에  
이름을 

쓰거나 서명하지 
마십시오. 

불필요한 
표시를 하지 
마십시오!

숫자나, 그림, 또는 
이니셜을 하면 

안됩니다.

귀하가 
유자격의 
기명투표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칸은 공란으로 

남겨두십시오. 

우편 투표지 기표 및 비공개 유지 안내.





주의:

귀하의 반송봉투는 선거일 또는 그 이전에 우편소인이 찍혀야 하며
선거일 이후 3일 안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반송봉투에 서명을 하셨나요?
 성명과 주소를 기입하셨나요?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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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opened only
by an Elections
Canvassing Bo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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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N USPS: Delivery address on other side.

공식 투표용지 
반송 봉투

본인은 우편 투표지를 직접 전달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위임합니다:

투표지 전달을 위임 받은 자의 성명을 영문자로 기입

투표지 전달을 위임 받은 자의 서명

관계

투표지에 잘못 기입했습니까?

714-567-7600 으로 전화하거나
ocvote.com/replacement 를 방문하십시오.

본인은 위증의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본인이 투표하는 투표구에 

거주하는 유권자이며 이 봉투에 서명을 한 장본인임을 이에 증명합니다. 본인은 

이 선거를 위하여 다른 선거 관할구로부터 우편투표지를 신청 하지 않았으며, 

또한 신청하지도 않을 것 입니다.

경고: 귀하의 투표지가 유효 처리되려면 봉투에 직접 서명을 하여야 하며 귀하의 서명은 

유권자등록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이중 투표는 범죄행위에 해당됩니다.

유권자 서명.위임장은 인정하지 않음. 

이 곳에 
서명

오렌지 카운티

서명 일자

유권자, 귀하의 정보를 이곳에 영문자로 기입.

성명

주소

시, 주, 우편번호

이곳에 영문자로 기입

이곳에 영문자로 기입

이곳에 영문자로 기입

이 봉투에 반드시 서명을 하고, 날짜를 기입 하여야 하며 선거일 또는 

그 이전의 우편 소인이 찍혀야 합니다. 우편 투표지는 선거일 이후 3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이 봉투의 다른 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귀하의 투표지는 무효 처리됩니다.

F400K (R01/19)



유의 사항:

귀하의 봉투는 선거일 또는 그 이전의 우편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하며 
선거후 3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귀하는…

봉투에 서명를 하셨습니까?

성명 및 주소를 영문자로 기입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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