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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캘리포니아에서 유권자 등록을 하려면, 다음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이고 캘리포니아 주민인 자;
• 선거 당일 18세 이상인 자;
• 중범죄 유죄 판결로 현재 주 또는 연방 교도소에 수감
중이지 않은 자; 그리고
• 현재 법원에서 투표하기에 정신적으로 무능력자로 판정을
받지 않은 자.

자격이 되는 경우, registertovote.ca.gov에서 유권자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양식을
작성하려면, 우체국과 도서관에서 유권자 등록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사를 하거나, 이름을 변경하거나, 선호 정당을
변경하는 경우 유권자 등록을 다시 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유권자 사전 등록이 가능한가요?

예, 캘리포니아에서 투표하기 위해 사전 등록을 하려면, 다음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16세 또는 17세 이어야 하고; 그리고
• 투표를 위한 기타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전 등록 후, 18세가 되는 생일에 자동으로 유권자 등록이
됩니다. 사전 유권자 등록을 하려면 registertovote.ca.gov
로 가세요.
내 유권자 등록 상태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권자 등록 상태 - 정당 포함 -를 확인하려면 voterstatus.
sos.ca.gov에 있는 "내 유권자 상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권자 핫라인 (866) 575-1558으로 전화하여
등록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언어로 된 유권자 정보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주 전체 유권자 정보는 10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https://
www.sos.ca.gov/elections/voting-resources/
voting-california/korean을 방문하세요. 지역 정보가
어떤 언어로 제공되는지 알아보려면 거주 카운티 선거관리
공무원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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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등록 마감일을 놓친 경우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거 15일 전까지의 유권자 등록 마감일을 놓친 경우에도,
선거 당일 또는 그 이전에 거주 카운티 선거관리국 사무소,
투표 센터 또는 투표소를 방문하여 조건부 유권자 등록
절차 (흔히 "선거 당일 유권자 등록"이라고 함)를 마칠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카드를 작성하고 투표지를 받아야
합니다. 거주 카운티 선거관리 공무원이 귀하가 유권자
등록이 되었음을 확인하면, 귀하의 투표지가 집계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거주 카운티 선거관리공무원에게
문의하거나 vote.ca.gov를 방문하세요.
유권자 안내서는 언제 받게 되나요?

등록 유권자는 선거일 몇 주 전에 주 총무처로부터
초당파적 주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주 유권자 정보 안내서는 voterguide.sos.ca.gov
에서도 온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카운티 선거관리국
사무소에서도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것입니다. 카운티 유권자 안내서에는 투표
장소와 방법 및 견본 투표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투표지는 언제 받게 되나요?

카운티 선거관리 공무원은 매 선거 때마다 유권자 등록
마감일 전에 등록한 모든 활성 유권자에게 우편 투표지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2022년 11월 8일 총선거를 위해
카운티는 2022년 10월 10일까지 투표지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내 우편 투표지 상태를 추적할 수 있나요?

예! 내 투표지 어디에 있나요? 를 통해 유권자는 자신의
우편 투표지 상태를 추적하고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WheresMyBallot.sos.ca.gov에 가입하여 투표지에
대한 자동 이메일, SMS (문자) 또는 음성 통화 알림을
받으세요.

캘리포니아 주 전체 득표율 상위 두명 후보자 선출
예비선거는 어떻게 운용되나요?

2022년 6월 7일 예비선거에서 2022년 11월 8일 총선거
투표지에 어떤 후보가 나올지 결정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득표율 상위 두 명 후보자 선출 예비선거 시스템에서는 정당
선호와 관계없이 각 예비경선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2
명의 후보자가 총선거에 진출합니다. 득표율 상위 두 명
후보자 선출 예비선거에서, 한 후보자가 투표에서 50 퍼센트
이상을 득표하거나 예비선거에 한 후보자만 출마한 경우에도
총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득표율 상위 두 명 후보자 선출 예비선거 시스템은 주 공교육
교육감 또는 카운티 중앙위원회 또는 지역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자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체 투표지 또는 긴급 투표지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하가 우편 투표지를 받지 못했거나 원래의 우편투표지를
분실 또는 훼손했는 데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귀하는 서면으로 지연 우편 투표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는 귀하 또는 귀하의 대리인이 카운티 선거관리
공무원에게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지연 투표지 신청서는
elections.cdn.sos.ca.gov/vote-by-mail/pdf/latevote-by-mail-application.pdf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편 투표지는 어떻게 반환하나요?

우편 투표지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거
 주 카운티 선거관리 공무원에게 우편으로 발송 (선거일
또는 그 이전의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하며 선거일 후 7일
이내에 카운티 선거관리국 사무실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거
 주 카운티의 투표지 수거함, 또는 주 내에 있는 투표지
수거 장소, 투표지 수거함 또는 투표 장소 어느 한 곳에
직접 반환; 또는
•신
 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투표지를 반환해 줄 것을 요청.
단, 투표지 한장 기준으로 대가를 받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조기 투표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거주 카운티는 선거일 전에 조기 투표 장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조기 투표 장소 목록을 보려면 vote.ca.gov로
가세요. 2022년 11월 8일 총선거의 경우, 투표지는 2022년
10월 10일까지 모든 활동 캘리포니아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기표한 투표지가 집계되려면, 투표지에 선거일
또는 그 이전의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하며 선거일 후 7일
이내에 거주 카운티 선거관리국 사무실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투표소 또는 투표 센터를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 귀하의 투표소, 투표 센터 또는 투표지 수거 장소는 거주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 뒷면에서 확인하세요
• 거주 카운티 선거관리국 사무실에 문의하세요
• 총무처 유권자 핫라인 - (866) 575-1558에 전화하거나
voterstatus.sos.ca.gov를 방문하세요
• 'GOVOTE' (468-683)로 문자 메시지 'VOTE'를
보내세요
내 투표는 보안 면에서 안전한가요?

예, 캘리포니아의 선거 보안 요건은 연방 요건보다 더
엄격합니다. 모든 투표는 종이 투표지에 기표하거나 유권자
확인 종이 감사 추적 장치가 있습니다. 투표 및 집계에
사용되는 투표 장비는 캘리포니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을 받아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선거관리 공무원은 모든 선거에서 투표 집계의 정확성 및
무결성을 확인하기 위해 투표지 표본에 대한 수동 집계를
포함해 선거 후 감사를 수행합니다. 유권자는 vote.ca.gov
에서 공식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선거 보안 보호 장치 및 사이버 보안 노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내 투표지가 집계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voterstatus.sos.ca.gov에 있는 "내 유권자 상태"에 가서
귀하의 투표가 집계되었는지 그리고 집계가 되지 않은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신 선거 결과는 어떻게 입수할 수 있나요?

• 주 전체 선거 투표 집계는 electionresults.sos.ca.gov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Twitter @CASOSvote에서 팔로우하세요
• https://goo.gl/BB7zb4에서 전자 업데이트에
가입하세요.
11월 8일 | 총선거

유권자 등록................................................10월 24일
조건부 유권자 등록........................10월 25일-11월 8일
우편 투표지 반환............................................11월 8일
우편 투표지는 2022년 11월 8일 또는 그 이전의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하며, 늦어도 2022년 11월 15일까지 카운티
선거관리국 사무실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REGISTERTOVOTE.CA.GOV
투표소를 찾으려면 'GOVOTE' (468-683)에 문자
메시지 'VOTE'를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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