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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지원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	투표소는	장애인	유권자도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카운티	선거	공무원들은	각	장소를	점검하고	선거일을	

위해임시적	변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투표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선거법과	유권자의	권리에	대해	교육을	받는데,	동동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과	절차를	적절히	변경할	필요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주법 및 연방법은 모든 유권자들이 비공개 및 독립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투표소에는 시각 장애인을 포함한 
유권자들이 별도의 도움이 없어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투표 기계가 적어도 한 대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권자는 투표 기계를 
통해 자신의 투표 선택을 검증할 수 있으며,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유권자가 투표지를 제출하기 전에 그러한 선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샘플 투표지 확인하기
샘플	투표지	소책자에는

• 장애인이 어떻게 독립적으로 비밀 투표를 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 장애인 유권자가 투표소에 접근 가능한 경우 휠체어 심볼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투표소에서
투표지에	기표할	때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도울	사람을	두	사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렇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자신의 고용인이나 고용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

• 자신의 노동 조합장이나 조합을 위해 일하는 사람

가두	투표를	통해	투표	장소에서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	공무원들은	귀하가	가두에	있든	차	안에	있든	

관계없이,	귀하가	필요한	대로	서명할	명부,	투표지	및	기타	다른	선거	자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해당	투표소에서	가두	투표가	가능한지	여부는	귀하의	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실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권자 등록
이미	투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귀하의	이름,	집	주소,	우편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정당을	변경하거나	선택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RegisterToVote.ca.gov에서	온라인으로	투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주	총무처	장관실의	무료	유권자	직통	전화	(866) 575-1558 
로	전화하여	양식을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권자 신청서 양식은 대부분의 우체국, 도서관, 시/카운티 정부기관 및 카운티 선거 사무실 및 California주 총무처장관실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프라이버시 정보
안전한 가정 비밀밀 유권자 등록 프로그램: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	(예:	가정	폭력,	스토킹	희생자)에	처한	유권자는	유권자	등록	상태를	

비밀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	총무처장관의	가정안전(Safe at Home)	프로그램	무료	전화	(877) 322-5227로	문의하거나	
http://www.sos.ca.gov/registries/safe-home/ 를	참조하십시오.

유권자 정보 프라이버시: 선거 공무원은 투표 절차에 관한 공식 정보(투표소 위치, 투표지에 나오는 안건과 후보자 등)를 보내기 위해 
유권자 등록 진술서상의 정보를 사용합니다. 유권자 등록 정보의 상업적 이용은 법률으로 금지되어 있고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유권자 
정보는 주 총무처장관의 결정에 따라 공직 후보자, 투표 법안 위원회 또는 각종 선거, 학술, 언론, 정치, 정부 관련 인사에게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카드에 나온 운전면허 및 사회보장 번호 또는 유권자 서명은 이런 목적으로 공개될 수 없습니다. 유권자 정보 
이용에 관한 질문이 있거나 그 정보의 오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신고하고 싶으면, 주 총무처장관의 유권자 직통전화 (866) 575-1558
으로 연락하십시오.

http://www.registertovote.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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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투표하기
투표소에서 유권자 명부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임시 투표지로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시 투표지란 무엇입니까?
임시 투표지란 투표지 상자에 넣기 전에 특수 봉투에 들어 있는 통상적인 투표지를 말합니다.

누가 임시 투표를 합니까?
임시 투표란 다음과 같은 유권자가 하는 투표입니다.

• 유권자 등록을 했는데 공식적인 등록 유권자 명부에 이름이 없는 경우

• 우편 투표했는데 투표지를 받지 못했거나 투표지가 없어, 대신 투표소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경우

내가 한 임시 투표는 집계됩니까?
귀하의 임시 투표지는 카운티 선거 공무원이 귀하가 등록된 유권자이고 해당 선거에 이미 투표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집계됩니다.

투표하기로 등록된 카운티에 있는 모든 투표소에서 임시 투표를 할 수 있으나, 귀하가 투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선거에서 확인하면 

투표로 집계됩니다.

임시 투표 상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모든 임시 투표자는 투표에 집계되었는지 카운티 선거 공무원에게 알아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째서 집계되지 않았는지 이유를 
알아볼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의 임시 투표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및 카운티 연락처 목록을 찾으려면 

http://www.sos.ca.gov/elections/ballot-status/ 를 방문해 주십시오.

투표 방식
우편 투표
• 11월 1일까지 우편 투표 요청

•	우편으로 반송—11월 8일 이후 우편 소인이 찍히고 11월 14일까지는 여러분의 카운티 선거 사무실에 

접수되어야 함 

•	직접 전달—11월 8일 오후 8시까지 카운티 선거 사무실이나 카운티 내 어떤 투표소에든 전달

직접 조기 투표
일부 카운티의 경우, 선거일 전에 몇몇 장소에서 조기 투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카운티 선거 사무실에 
연락하여 조기 투표가 가능한지 알아 보십시오. 카운티 연락처 정보는 다음의 웹 사이트에 있습니다. 
http://www.sos.ca.gov/elections/voting-resources/county-elections-of�ces/.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
•	선거일 투표소 개방 시간: 11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	투표소 위치는 선거 공무원들이 우편으로 송부해 드린 샘플 투표지 소책자 뒷면 페이지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방법을 통해서도 투표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전화 (866) 575-1558

 온라인 www.sos.ca.gov/elections/polling-place

 문자 Vote를 GOVOTE (468683)에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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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식료품점 및 기타 가게들이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 봉지 또는 종이 
봉지를 제공하는 것을 금하고, 재활용 종이 봉지 및 재사용 가방을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법규를 승인하려면 "예"에, 거절하려면  
"아니오"에 투표하십시오. 재정적 영향: 주 정부의 행정 비용의 
소규모 증가와 쓰레기 및 쓰레기 처리 비용의 감소로 인한 지방 
정부의 잠재적인 소규모 비용 절감을 포함하여, 주 및 지방 정부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재정적 효과가 예상됨.

발의안 일회용 비닐 봉지 금지. 
주민 투표. 67

반대 속지 마십시오. 
제안 제67호는 

연간 $300백만의 간접세를 
소비자에게 거두며 계산시 
모든 장바구니 백에 대해 $.10
을 지불해야 합니다. 정부에는 
일페니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300백만 모두 식료품점의 
이익이 됩니다. 비닐백 세금을 
중지시키십시오. . . 제안 제67
호에 반대 투표하십시오.

찬성 제안 제67호에 
찬성 투표하면 

식료품점 비닐백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려는 California의 
성공적인 노력을 보호합니다. 
비닐백은 야생 동물의 목을 
조르고, 쓰레기를 넘쳐나게 
하며 처리 비용을 증가시키고 
재활용 장비를 막히게 만듭니다. 
식료품점 비닐백에 대한 
규제는 150개 CALIFORNIA 
커뮤니티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주의 비닐 제조 
회사가 California에서 이를 
중단하게 하지 마십시오. 제안 
제67호에 찬성 투표하십시오.

찬반의견

반대 본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의 의미: 

매장은 지역 법률에서 일회용 
장바구니 비닐백과 기타 백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한 이런 
백을 무료로 계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찬성 본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의 의미: 

대부문의 식료품점, 편의점, 
대형 약국 및 주류 매장은 
일회용 장바구니 비닐백 제공이 
금지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장은 계산 시 고객에게 
제공하는 기타 장바구니 백에 
대해 최소 10센트를 청구해야 
합니다. 매장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지정된 
목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찬반 투표의 의미

추가 정보 연락처

찬성
Mark Murray
California vs Big Plastic
921 11th Street, Ste. 420 
Sacramento, CA 95814
(916) 443-5422
murray@cawrecycles.org
protectplasticbagban.org

반대
No on 67
2350 Kerner Blvd., Suite 250 
San Rafael, CA 94901

빠른 참조 안내

총무처장관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십시오:
• 연구	캠페인	기부금	및	로비	활동 

cal-access.sos.ca.gov	또는 
powersearch.sos.ca.gov

•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유권자	안내서	확인 
www.voterguide.sos.ca.gov

• 선거일에	투표할	투표소를	확인 
www.sos.ca.gov/elections/polling-place

• 우편	투표	투표지	정보 
www.sos.ca.gov/elections/voter-registration/vote-mail

• 성년이	되어	투표에	처음	참가하는	분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 
www.sos.ca.gov/elections/voting-california

• 선거일에	투표가	마감된	후	선거	결과	생중계 
http://vote.sos.ca.gov

오디오 및 대형 인쇄
유권자 정보 안내서
이	안내서는	영어,	중국어,	힌디어,	일본어,	크메르어,	
한국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및	베트남어로	
무료	제공됩니다.	

주문	방법:

 국무장관의	무료	유권자	핫라인	(866) 575-1558

번으로	전화

 www.sos.ca.gov	방문

 오디오	MP3	버전	다운로드	 
www.voterguide.sos.ca.gov/ko/audio

투표소 확인하기
투표소는 카운티 선거 공무원들이 설치합니다.
선거일 몇 주 전에 우편으로 카운티 견본 투표지
책자를 받으면, 뒷표지에서 투표소 주소를
확인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주 총무처 장관 웹 사이트
www.sos.ca.gov/elections/polling-place를 방문하거나
수신자 부담 유권자 핫라인 (866) 575-1558로
문의하십시오.

또한 GOVOTE (468683)에 Vote 문자를 보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16 | 빠른 참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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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fornia주 선거
California주 법률에 따라 본 안내서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정당 지명/정당 관련 공직
정당은 예비선거에서 정당 지명/정당 관련 공직 후보자를 공식적으로 지명할 수 있습니다. 특정 공직을 선출하는 
총선 및 투표의 공식 후보라는 것은 곧 공식적인 지명을 의미하므로 지명된 후보는 해당 정당을 대표합니다. 
예비선거에서 각 정당별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총선에 출마합니다. 또 정당들은 예비 선거에서 카운티 중앙 
위원회 위원도 선출합니다.

유권자는 유권자 등록시 공개한 지지 정당의 예비선거에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 측에서는 지지 정당 
공개를 거부한 유권자가 자기 정당의 예비선거에 참여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가 지명한 공직
정당은 예비선거에서 유권자 지명 공직 후보자를 공식 지명할 수 없습니다. 예비선거에서 유권자 지명 공직에 지명된 
후보자는 주민이 추천한 후보자이며 총선거에서 어느 정당의 공식 지명자가 아닙니다. 유권자 지명 공직에 지명된 
후보자는 본인이 선호하는 정당이나 그런 정당이 없음을 투표지에 명시해야 하지만, 이는 후보자 본인의 의지로 
선택해야 하며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만 공개됩니다. 이는 후보자가 명시한 정당의 지명이나 지지를 
받는다거나 정당과 후보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뜻이 아니므로, 유권자들이 지명한 후보자는 정당의 공식 
지명 후보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정당은 정당의 공식 지지를 받는 유권자 지명 공직 후보자를 카운티 견본 투표지 
책자에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유권자는 해당 공직에 선출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유권자 지명 공직 후보자라면 누구에게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예비선거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두 후보자는 같은 정당을 지지해도 유권자 지명 공직자 선출을 위한 
총선거에 출마합니다. 후보자가 예비선거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두 명에 속하지 않는 한, 정당은 자기 정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후보자를 총선거에 내보낼 수 없습니다.

무소속 공직
정당은 예비선거에서 무소속 공직 후보자를 공식 지명할 수 없으며, 예비선거 후보자는 총선거에서 특정 공직에 대한 
정당의 공식 후보 지명자가 아닙니다. 무소속 공직에 지명된 후보자는 본인의 선호 정당이나 선호 정당이 없음을 
투표지에 명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비선거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자 두 명이 무소속 공직 총선거에 
출마합니다.

주 전역 후보자와 투표 법안에 대한 상위 기부자
위원회(후보자 또는 투표 법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유권자에게 영향을 끼칠 의도로 자금을 
받거나 지출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투표 법안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고 최소한 1백만 달러 
이상을 기부한 경우, 이 위원회는 California주 공정 정치 실천위원회(FPPC)에 상위 10명의 기부자를 
보고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상위 10명이 바뀌면 명단을 갱신해야 합니다.

이 명단은 FPPC 웹사이트 http://www.fppc.ca.gov/transparency/top-contributors.html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sos.ca.gov/elections/political-parties/no-party-p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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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0일
우편 투표 시작일

2016년 10월 24일
유권자 등록 마감일

2016년 11월 1일
카운티 선거 공무원이 
유권자의 우편 투표지 신청 
제출을 접수하는 마감일.

2016년 11월 8일

선거일!

반드시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소는 선거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장됩니다.

기억해야 할 날짜들!

10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