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RESNO 카운티 선거 관리 계획 
제 일 개정안 
2020년 8월 

소개: Fresno 카운티의 선거 관리 계획은 2019 년 11월 작성됐습니다 . 이 계획은 2020 년 3월 
의 대통령 예비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 이 제 일차 개정안은 2020 년 11월에 
열릴 대통령 선거에 관한 선거 관리 계획을 갱신하는 데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선거 관리 
계획상의 변화는 COVID-19 확산과 관련되어 있으며 , 로그 인해 선거 절차는 전국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선거 관리 계획상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언어: 이전까지 Fresno 카운티는 메시지 및 유권자 정보를 스페인어 , 펀자브어, 몽족어, 

중국어, 한국어, 크메르어 , 베트남어 및 타갈로그어로 번역해야 했습니다 . 최근 라오어가 
Fresno 카운티의 언어 목록에 추가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선거 관리 계획의 작성에 
사용될 여러 언어 중에 라오어 역시 포함됩니다 . 

B. 투표소: 모든 투표소는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나흘간 개장됩니다 . 11 일 동안 
개장되는 투표소는 없습니다 . 투표소 위치는 가능한 한 2020 년 3월에 사용된 장소들로 
다시 지정하겠습니다. 일부 부지는 현재 사용 불가능하거나, 공간이 지나치게 작아 
필수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투표소 약 10곳의 위치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운티 당국은 가능한 한 동일한 일반 영역 내에서 대체 위치를 잡을 
것입니다. 새로운 투표소 위치 목록은 웹사이트에 게재되며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에 
등록된 모든 유권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C. COVID-19: 모든 투표소에서는 요원과 유권자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예방 
조치가 시행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려하기 위해 투표 용품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유권자들은 서로 6피트씩 떨어진 상태로 줄을 서 대기하고, 필요한 경우 투표소 밖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또한 요원과 유권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플렉시글라스 보호 장치와 풀업 
스크린이 투표소 현장에 설치됩니다. 모든 투표소 요원은 안면 마스크 또는 보호 장치를 
착용할 예정입니다. 유권자들에게는 안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안면 마스크를 
소지하지 않은 유권자들에게는 현장에서 마스크를 제공합니다. 투표 용품은 정기적으로 
세척합니다. 투표소에 출입하는 유권자들에게 손 세정제를 제공합니다 . 환기를 위해 
가능한 한 문들을 열린 상태로 둡니다. 

D. 투표함: 카운티 전역에 걸쳐 투표함이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Fresno 카운티는 투표함 
32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 2020년 3월 사용된 투표함 43개 외에 약 20개의 투표함을 
설치하면 투표함은 총 63개가 됩니다. 유권자들에게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도록 
장려합니다. 새로운 투표함 위치 목록은 웹사이트에 게재되며 투표지를 받은 모든 



 

 

         

   
 

       

         

             

           
 

           

          

       

          
 

           

        

           

    
 

          

        
 

             

           

           

 
 

유권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투표함 위치 목록은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에도 기재될 예정입니다 . 

E. VCA 툴키트/통신: VCA 툴키트가 업데이트됐으며 현재 카운티 웹사이트에 게재된 
상태입니다. 다른 메시지 역시 필요한 경우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모든 유효 등록 
유권자는 투표 절차에 대한 우편물 두 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우편물은 
2020년 8월 초에, 두 번째 우편물은 2020 년 9월 세 번째 주에 발송됩니다. 

F. 워크숍: 주지사의 N-67-20 행정 명령에 따라 2020년 8월, 9월 이중 언어 워크숍이 화상 
회의로 진행됩니다. 이중 언어 워크숍을 위한 새로운 파워포인트를 제작했으며 현재 번역 
작업 중입니다. 파워포인트는 툴키트로 이용 가능합니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투표 
절차를 이해할 수 있게 파워포인트를 사용해 돕도록 각 단체에게 장려합니다 . 

주지사의 N-67-20 행정 명령에 따라 장애인 커뮤니티 워크숍 역시 화상 회의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워크숍의 실시 일자는 2020 년 9월 24일입니다. 장애인 커뮤니티와 
협력하고 있는 VAAC( 유권자 접근성 자문 위원회 ) 등 기관들에게는 각 기관 내에서 이 
워크숍을 반복 실시하도록 장려합니다. 

G. 위원회: 카운티는 주지사의 N-67-20 행정 명령에 따라 VAAC 및 LAAC( 언어 접근성 자문 
위원회)를 대상으로 정기 화상 회의를 계속 계최할 예정입니다. 

H. RAVBM: 2020 년 6월 18일 발의된 하원 제출 법안 860에 따라, 2020 년 11월 전국 총선거 때 
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은 모든 유권자는 원격 접근성 우편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RAVBM에 대한 메시지는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및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