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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자동차 유권자 프로그램은 차량국 (DMV)에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2018년 4월부터 운전 면허증 또는 신분증 (ID) 

카드 신청 또는 주소 변경 업무를 처리하는 적격 신청자는 자동 유권자 등록 거부를 

선택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 총무처장관 (SOS)에 의해 유권자 등록이 됩니다. 

프로그램 개요 

1993년 이래, 자동차 유권자법으로도 알려진, 전국 유권자 등록법은 수 백만명의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차량국 (DMV)에서 운전 면허증 또는 ID 카드 업무 처리 중에 

유권자 등록을 하거나 유권자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자동차 유권자 프로그램은 18세 이상이고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적용됩니다. 

• 미국 시민권자이며 캘리포니아 거주자. 

• 중범죄 유죄 판결로 현재 주 또는 연방 교도소에 수감 중이 아니며 (수감된 사람의 

권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총무처 장관의 웹페이지 Voting Rights: Persons 

with a Criminal History 를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 현재 법원에서 투표하기에 정신적으로 무능력자로 판정되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Voting Rights: Persons Subject to Conservatorship 을 참조하십시오). 

16 또는 17세인 캘리포니아 주민은 유권자 사전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들이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유권자 등록이 됩니다. DMV 현장 사무소를 방문하기 전에, 약속 일정을 

잡을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DMV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운전 면허증 또는 ID 

카드를 갱신하거나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투표 자격이 있다고 표시한 경우, DMV 업무를 온라인, 우편으로 또는 직접 

처리하면 유권자 정보가 캘리포니아 총무처 장관에게 안전하게 전자적으로 전송됩니다. 

투표 자격이 결정되면 귀하는 유권자 등록이 됩니다. 

주 하원 법안 60 (AB 60)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 개인은 캘리포니아 자동차 유권자 등록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과 투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동차 유권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자동차 유권자란 무엇입니까? 

연방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차량국 (DMV)은 운전 면허증 (DL) 또는 신분증 (ID) 

https://www.sos.ca.gov/elections/voting-resources/voting-california/who-can-vote-california/voting-rights-californians
https://www.sos.ca.gov/elections/voting-resources/voting-california/who-can-vote-california/voting-rights-californians
https://www.sos.ca.gov/elections/voting-info/conservat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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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또는 주소 변경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 고객에게 유권자 등록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법 및 캘리포니아 자동차 유권자 프로그램에 따라 투표 자격이 있다고 표시한 

DMV 고객은 DL/ID 또는 주소 변경 업무 처리 중에 등록 거부를 선택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유권자 등록이 됩니다. 

• 내가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자격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투표할 자격이 되려면, 개인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미국 시민권자 

2. 캘리포니아에 거주지 주소가 있는 자 

3. 최소 18세인 자 (또는 16 또는 17세인 경우 사전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선거 당일에 투표하려면 18세 이상이어야 함) 

4. 중범죄 유죄 판결로 현재 주 또는 연방 교도소에 수감 중이지 않은 경우, 

그리고 

5. 현재 법원에서 투표하기에 정신적으로 무능력자로 판정되지 않은 자이어야 

함 

• 내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출생 시 또는 출생 후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출생 시 

미국 시민권자가 되려면, 다음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o 미국 또는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특정 영토 또는 미국 외곽에 소재한 미국 

속령에서 출생한 경우, 또는 

o 출생 당시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 부모 쌍방 또는 일방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생 후 미국 시민권자가 되려면,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o "시민권자의 자녀" 또는 "귀화"로 시민권 신청 citizenship through parents 

o Apply for naturalization 미국 이민국을 통해 신청 

자세한 정보는 https://www.uscis.gov/us-citizenship을 방문하십시오.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귀하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며 유권자 등록자격이 

없습니다. 

https://www.uscis.gov/node/42030
https://www.uscis.gov/node/42130
https://www.uscis.gov/us-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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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 내가 운전 면허증을 신청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자동으로 유권자 등록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운전 면허증 또는 신분증 (ID) 카드 신청 또는 주소 변경 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적격 신청자는 자동 유권자 등록 거부를 선택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 총무처 장관에 의해 유권자 등록이 됩니다. 

• DMV에서 다른 업무를 처리할 때도 자동으로 유권자 등록이 됩니까?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자동차 유권자 프로그램은 운전 면허증, ID 카드 및 주소 

변경 업무에만 적용됩니다. 이러한 업무 중 하나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도, 

여전히RegisterToVote.ca.gov에서 온라인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나는 18세 미만인 데, 운전 교습자용 임시 면허증을 신청할 때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합니까? 

기타 모든 유권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운전 교습자용 임시 면허증을 신청하는 16-
17세 개인은 등록 거부를 선택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사전 유권자 등록이 됩니다. 

사전 등록을 하는 경우, 18세 생일에 자동으로 유권자 등록이 됩니다. 

• 나는 18세 미만인 데 다음 주 전체 선거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자동으로 유권자 등록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기타 모든 유권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운전 면허증 또는 ID 카드 

업무를 처리하는 16에서 17세 사이의 개인은 등록 거부를 선택하지 않는 한 사전 

유권자 등록이 됩니다. 사전 등록을 한 경우, 18세 생일에 자동으로 유권자 등록이 

됩니다. 

• 자동으로 유권자 등록이 되는 경우 정당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귀하는 자동 유권자 등록의 일환으로 정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우편 투표를 원하는지 또는 어떤 언어로 선거 자료를 받기를 원하는지와 

같은 기타 유권자 선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나는 여전히 유권자 등록이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주소로 등록되어 있으며 새로운 주소에서 투표를 

하려면 주소 변경을 해야 합니다. DMV에서 주소 변경을 하면 귀하의 유권자 기록이 

새로운 주소로 업데이트됩니다. 그러나 귀하는 RegisterToVote.ca.gov에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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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업데이트하거나 귀하 거주 카운티 선거관리국 사무실, 도서관 또는 미국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종이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내가 유권자 등록이 되었다는 확인을 받게 됩니까? 

귀하가 DMV에서 업무 처리를 한 후 4주 이내에 카운티 선거관리 공무원 또는 총무처 

장관으로부터 유권자 통지 카드를 받게 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유권자 통지 카드를 

받지 못한 경우, 귀하는 거주 카운티 선거관리 공무원에게 연락하거나 

VoterStatus.sos.ca.gov를 방문해야 합니다. 

• 내가 이미 유권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유권자 등록 상태를 확인하려면 https://voterstatus.sos.ca.gov/를 방문하십시오. 

귀하 거주 카운티 선거관리국 사무실에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웹페이지를 

방문하여 가장 가까운 카운티 선거 사무소를 
찾으십시오: https://www.sos.ca.gov/elections/voting-resources/county-elections-offices  

• 유권자 등록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귀하가 유권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만, 유권자 등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자동 

유권자 등록 거부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유권자 등록을 하면 내가 배심원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DMV는 18세 이상의 운전 면허증 및 ID 카드 

소지자에 대한 최신 목록을 배심원 담당 판사보에게 제공합니다. 배심원 서비스를 

위해 선택된 모든 사람은 무작위로 선택되며 출처에는 우편물 주소록, 전화 번호부 

또는 유틸리티 회사 목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등록 거부 선택은 어떻게 하나요? 

DMV에서 운전 면허 DL/ID 또는 주소 변경 업무를 처리할 때 귀하가 유권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게 될 것입니다. 자격이 있다고 표시하면, 귀하가 유권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제공됩니다. 

• 등록 거부를 선택해도 DMV는 여전히 내 정보를 총무처 장관에게 보낼 수 있습니까? 

주법에 따라 DMV는 모든 적격 신청자에 대한 정보를 총무처 장관에게 보내야 

합니다. 총무처장관은 유권자 등록 거부를 선택한 모든 적격 유권자에게 유권자 

등록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귀하가 유권자 등록을 하기로 

결정하거나 다른 적격 DMV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한 총무처장관은 귀하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https://voterstatus.sos.ca.gov/
https://www.sos.ca.gov/elections/voting-resources/county-elections-off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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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할 자격이 없다고 표시해도 DMV 는 여전히 내 정보를 총무처장관에게 보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DMV 는 귀하가 투표할 자격이 없다고 표시하는 경우 총무처장관에게 

귀하의 정보를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 내가 실수로 유권자 등록을 하였는 데, 유권자 등록을 원치 않는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취소 요청 양식,https://elections.cdn.sos.ca.gov/pdfs/cancellation-request-

form.pdf을 작성하여 귀하 거주 카운티 선거관리 공무원에게 보내면 귀하의 등록이 

취소됩니다.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귀하 거주 카운티 선거관리 공무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 DMV 시스템은 어떤 방법으로 미국 시민권자만이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합니까? 

투표할 자격이 되려면, 귀하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캘리포니아 거주자이어야 하며, 

선거 당일 18세 이상이고, 현재 중범죄 유죄 판결로 수감 중이 아니며, 그리고 현재 

법원에서 투표하기에 정신적 으로 무능력자로 판정되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주법은 DMV가 AB 60 신청자 (서류 미비자 운전 면허 신청자)에 대한 정보를 

총무처장관에게 보내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른 신청자의 경우, 주법에 따라 각 

개인은 위증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하에 자신은 시민권을 포함한 모든 유권자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선언해야 합니다. 

• 중범죄자가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중범죄 유죄 판결로 현재 주 또는 연방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은 유권자 등록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수감된 사람의 권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총무처 장관의 

웹페이지Voting Rights: Persons with a Criminal History를 참조하십시오). 

• DMV와 총무처장관은 내 유권자 등록 정보를 어디에 사용합니까? 

주법에 따라 DMV는 총무처장관이 귀하의 유권자 등록을 처리하거나 귀하가 유권자 

등록 거부를 선택한 경우 유권자 등록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적격 

운전 면허 및 ID 신청자에 대한 정보를 총무처장관에게 보내야 합니다. 귀하의 

유권자 등록 정보가 불완전한 경우, 총무처장관은 우편으로 추가 정보를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귀하의 유권자 등록이 처리되고 수락되면, 귀하의 정보는 귀하 거주 

카운티 선거관리 공무원과 공유하게 됩니다. 귀하는 지방, 카운티, 주 전체 및 연방 

https://elections.cdn.sos.ca.gov/pdfs/cancellation-request-form.pdf
https://elections.cdn.sos.ca.gov/pdfs/cancellation-request-form.pdf
https://www.sos.ca.gov/elections/voting-resources/voting-california/who-can-vote-california/voting-rights-californ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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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가장 가까운 DMV 현장 사무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현장 사무소는 www.dmv.ca.gov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앞면에 현장 사무소 검색 옵션이 있습니다 
 
 
 

자동차 유권자 공익 광고 

캘리포니아 자동차 유권자등록 프로그램은 DMV에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제 DMV 에서 운전 면허증, ID) 카드, 또는 주소 변경 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적격 

신청자는 유권자 등록 거부를 선택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 총무처 장관에 의해 유권자 

등록이 됩니다. 

16 또는 17세인 캘리포니아 주민은 유권자 사전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음 웹페이지를 

방문하여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MotorVoter.sos.ca.gov 

 

한 페이지 전단지: 

자격이 되는 경우,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 DMV 에서 자동으로 유권자 등록이 됩니다: 

• 운전 면허증 또는 ID 카드를 신청하는 경우 

• 운전 면허증 또는 ID 카드를 갱신하는 경우 

•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등록 거부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여기에는 자격을 갖춘 16세 및 17세의 사전 등록이 

포함됩니다. 캘리포니아 자동차 유권자 프로그램 및 유권자 자격 요건은 다음 웹페이지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https://www.sos.ca.gov/elections/california-motor-voter 

http://www.dmv.ca.gov/
http://motorvoter.sos.ca.gov/
https://www.sos.ca.gov/elections/california-motor-vo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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