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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커뮤니케이션 도구 키트

정보 전달을 위한 자료

제공: 오렌지 카운티 선거관리국

연락처

OC Ballot Express를 통해 투표용지를 추적하십시오 - ocvote.gov/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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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도구 키트 

  

소개  
오렌지 카운티 선거관리국에서는 등록된 각 유권자가 안전하고 보장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도구 키트는 유권자들이 캘리포니아 주와 오렌지 카운티가 
2022년 11월 8일 총선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역 유권자들에게 투표 
방법, 시기, 장소 관련 안내에 다양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서부터, 인포그래픽, 
비디오 등, 이 도구 키트는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투표 방법 – 어떻게 투표 
• 투표 장소 – 어디에서 투표 
• 투표 기간 – 언제 투표 
• 안전 – 투표 센터 직원과 유권자에게 안전한 장소 제공 
• 보안 – 선거 과정과 투표 보호 

 
저희는 여러분이 이 정보를 여러분의 아는분들과 공유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섹션에는 여러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도구 키트 항목에 대한 안내가 담겨 있습니다. 드롭박스 
링크를 클릭하면 그래픽을 열람하여 해당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주요 토픽 
저희가 이번 선거를 위해 준비하며 제공해야 할 많은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거에 앞서 
저희가 생각하는 주요 토픽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도구 키트에 제공된 자료에서 이러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손쉬운 투표. 안전한 투표.” 캠페인이 공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 투표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 등록된 모든 유권자에게 우편투표용지가 전달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투표 센터 등 다양한 다른 여러 투표 방법이 있습니다. 
• 유권자 등록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저희는 사람들이 (아직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등록하고 유권자들이 파일에 있는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올바른지 확인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커뮤니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선거관리국에서는 현재 지역사회 단체들을 위한 유권자 교육 

프레젠테이션 일정을 잡고 있으며, 또한 관심있으신 분들이 저희에게 이러한 초대 요청을 하실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일정 
• 9월 29일 목요일: 유권자 정보 안내서가 미 우정국에 보내집니다 
• 10월 10일 월요일: 우편투표용지가 미 우정국에 보내집니다 / 선거관리국에서 사전 투표 시작 / 

투표함 개장 
• 10월 24일 월요일: 유권자 등록 마지막 날 
• 10월 29일 토요일: 카운티 전역의 일부 투표 센터 개장 / 직접 투표 
• 11월 5일 토요일: 전체 투표 센터 개장 (총 180곳 이상) / 직접 투표 
• 11월 8일 화요일: 오후 8시에 투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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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도구 키트 

  

영어로 된 인포그래픽을 확인하시려면  이곳을 

클릭하십시오. 
 

 

스페인어로 된 인포그래픽을 확인하시려면  

이곳을 클릭하십시오. 
 중국어로 된 인포그래픽을 확인하시려면  이곳을 

클릭하십시오. 
 

한국어로 된 인포그래픽을 확인하시려면  이곳을 

클릭하십시오. 
 

도구 키트 내용 
다음의 자료들은 배포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유권자 교육 인포그래픽 
•  “설명서” 비디오 시리즈 
• 소셜 미디어 게시물과 사진 
• 소식지 기사 
• 자주 묻는 질문들 

 
유권자 교육 인포그래픽 
OC 선거관리국의 유권자 교육 인포그래픽은 투표 방법, 주요 일정, 투표 추적 및 보안 등 모든 중요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베트남어로 된 인포그래픽을 확인하시려면  

이곳을 클릭하십시오. 
 

https://drive.google.com/file/d/1Y5lpHlDRG1yLWb5NwdnTvbW1ebH8Itxf/view?usp=sharing
https://drive.google.com/file/d/16Z3Vn0prVd8k8wOnKNTaxemuhKQ-UXlQ/view
https://drive.google.com/file/d/1_GCkz2fTVQ7YebXsvyvstmJOUhgP9kJr/view
https://drive.google.com/file/d/117F3EGoUiGVk8RsO2EhykdaXilhF8cMj/view
https://drive.google.com/file/d/1qhxl4EvpS8hUh2oincyAty8QHswarTQd/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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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도구 키트 

 

  
 
 
 
 
 
 

 
 

비디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짧은 "설명" 비디오 시리즈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표 센터를 위한 고객 서비스 담당요원 모집 
• 투표 방법 
• 기표 방법 

소셜 미디어와 사진 
여러분들께서 선거철(9월-12월)에 다양한 포스팅을 통해 주변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소셜미디어 컨텐츠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포스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팁을 고려하십시오. 

• 자유롭게 수정하십시오 - 중요한 핵심 정보는 유지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직접 선거에 
대해 알릴 수 있습니다! 게시물을 수정하여 각 단체에 적합한 게시물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 선거관리국을 태그하십시오 – 게시물에 저희 프로필을 포함시켜 여러분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을 알려 주십시오. 

o OC ROV Facebook - @OrangeCountyRegistrarOfVoters 
o OC ROV Instagram - @ocregistrar 
o OC ROV Twitter - @OCRegistrar 

• 해시태그를 사용하십시오 – 주요 선거 해시태그를 사용하면 포스트 가시성을 향상시켜줍니다. 
o #VoteEasyVoteSecure 
o #OCVote 
o #OrangeCountyCounts 
o #VoteCalifornia 
o #VoteEarly 
o #BallotSecurity 
o #YourVoiceYourChoice 
o #OCBallotExpress 
o #VoteReady (유권자 등록과 관련된 포스트의 경우)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KMbQ7symmTMPgyTj0av2flV_enMygdZn?usp=sharing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tDwXREPIMDB7HOqYGfVQ0ZS3u4Ds8dlp?usp=sharing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mgfOP9Hw5KG4oaLo2C17IgSYvvncfqKj?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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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1: 일시 – 9 월 15일 - 10 월 24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및 트위터 

총선거 투표 등록 마감일은 10월 24일입니다. 이곳 

ocvote.gov/registration 에서 등록하거나 내용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OCVote #OrangeCounty #VoterRegistration 
 
 
 
 
 
게시물 #2: 일시 – 9 월 15일 - 10 월 24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및 트위터 

#DYK 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투표 상태를 확인하고 또는  

유권자 기록을 검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ocvote.gov/verify 를 방문하세요.  
#OCVote #OrangeCounty #VoterRegistration 
 
 
 
 
 
 
게시물 #3: 일시 – 9 월 15일 - 10 월 24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및 트위터 

투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ocvote.gov/verify 에서 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10월 24일 

이전에 필요한 업데이트를 마치십시오.  
#OCVote #OrangeCounty #VoterRegistration 
 
 

커뮤니케이션 도구 키트 

 
 

  

소셜 미디어와 사진 
 
 

http://www.ocvote.gov/registration
http://ocvote.gov/verify
http://ocvote.gov/verify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UOs2nNK66-wsCYW60k8MuMMLJWXlpzQL?usp=sharing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UOs2nNK66-wsCYW60k8MuMMLJWXlpzQL?usp=sharing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UOs2nNK66-wsCYW60k8MuMMLJWXlpzQL?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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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도구 키트 커뮤니케이션 도구 키트 

게시물 #4: 일시 – 10 월 10일 - 11 월 8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및 트위터 

선택권이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유권자들은 우편을 

통해, 투표함에서, 또는 투표 센터에서 기표할 수 

있습니다. www.ocvote.gov/options  
#OCVote #VoteEasyVoteSecure #OrangeCounty #VoteCenter 
 
 
 
 
 
 
게시물 #5: 일시 – 10 월 10일 - 11 월 8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및 트위터 

투표 센터는  #OrangeCounty 에서 투표할 수 있는 원스톱 

센터입니다. 11 일 중 4일 동안 문을 연 180개 이상의 

투표 센터가 있으며, 이곳에서 직접 투표, 등록, 교체 

투표지 수령 또는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OCVote #VoteEasyVoteSecure #VoteCenter #VoteEarly 
 
 
 
 
 
게시물 #6: 일시 – 10 월 10일 - 11 월 8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및 트위터 

시간을 절약하고 대기줄을 피하십시오!  

ocvote.gov/time 에서 #OrangeCounty내 투표 센터 대기 

시간을 확인하고 가까운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OCVote #VoteEasyVoteSecure #OrangeCounty #VoteCenter 
#VoteEarly 
 
 

  

주제: 투표 방법 
 
 

https://www.ocvote.gov/options
http://ocvote.gov/time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UOs2nNK66-wsCYW60k8MuMMLJWXlpzQL?usp=sharing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UOs2nNK66-wsCYW60k8MuMMLJWXlpzQL?usp=sharing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UOs2nNK66-wsCYW60k8MuMMLJWXlpzQL?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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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도구 키트 

게시물 #7: 일시 – 10 월 10일 - 11 월 8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및 트위터 

가까이에 위치한 오렌지 카운티 투표 센터를 찾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ocvote.gov/time 으로 이동하여 가장 

가까운 투표 센터를 검색하고 실시간 대기 시간을 

확인하십시오.  
#OCVote #VoteEasyVoteSecure #OrangeCounty #VoteCenter 
 
 
 
 
게시물 #8: 일시 – 10 월 10일 - 11 월 8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및 트위터 

#OrangeCounty 팝업 투표 센터 장소를 알아보십시오! 이 

고유한 이동식 투표소는 모든 투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ocvote.gov/pop-up 에서 이동식 투표소 

일정을 확인하십시오. 
#OCVote #VoteEasyVoteSecure #OrangeCounty #Voting 
 
 
 
 
 
 

게시물 #9: 일시 – 10 월 10일 - 11 월 8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및 트위터 

2022 년 총선에서 투표하기 위해 선거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투표함은 10월 10일부터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투표 센터는 10월 29일부터 

개장합니다. ocvote.gov 에서 위치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OCVote #VoteEasyVoteSecure #OrangeCounty #Voting 
 

커뮤니케이션 도구 키트 

  

주제: 투표 방법 
 
 

https://ocvote.gov/time
http://ocvote.gov/pop-up
http://www.ocvote.gov/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UOs2nNK66-wsCYW60k8MuMMLJWXlpzQL?usp=sharing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UOs2nNK66-wsCYW60k8MuMMLJWXlpzQL?usp=sharing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UOs2nNK66-wsCYW60k8MuMMLJWXlpzQL?usp=sharing


 9 

게시물 #10: 일시 – 10 월 11일 - 11 월 8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및 트위터 
우편 투표용지가 제대로 집계되도록 하기 위해 
투표용지 작성시 유용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립니다:  

1. 투표용지를 작성할 때 파란색 또는 검은색 
잉크를 사용하세요. 

2. 투표용지에 손상, 찢김 또는 불분명한 표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투표용지를 우송하거나 투입하기 전에 봉투에 
서명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4. 우편 투표용지에는 11월 8일까지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하므로, 투표용지를 11월 8일 또는 그 
이전에 제출하세요.  

투표용지를 완성하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ocvote.gov/voting 를 방문하십시오. 

#OCVote #VoteEasyVoteSecure #OrangeCounty #Voting 
 
 
 
 
게시물 #11: 일시 – 10 월 11일 - 11 월 8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및 트위터 

투표용지에 실수를 하실 경우, 간단한 표기와 함께 

수정사항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 수정 후 이름을 

이니셜로 쓰거나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대체 투표용지를 요청하거나 투표 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 투표용지 

수령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ocvote.gov/replacement 를 참조하십시오. 
#OCVote #VoteEasyVoteSecure #OrangeCounty #Voting 
 
 
 
 
 
 

커뮤니케이션 도구 키트 커뮤니케이션 도구 키트 

  

주제: 투표 방법 
 
 

http://www.ocvote.gov/voting
http://www.ocvote.gov/replacement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UOs2nNK66-wsCYW60k8MuMMLJWXlpzQL?usp=sharing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UOs2nNK66-wsCYW60k8MuMMLJWXlpzQL?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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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12: 일시 – 9 월 29일 - 10 월 14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및 트위터 

유권자 정보 안내서는 9월 29일부터 오렌지 카운티에 

등록된 모든 유권자에게 발송되었습니다. 수신된 

우편물을 찾아보십시오. 이 유용한 가이드에는 다양한 

투표 방법, 투표할 수 있는 경선 및 법안 등에 대한 모든 

필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ocvote.gov/vig 에서 

온라인 버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OCVote #VoteEasyVoteSecure #VoterInformationGuide 
 
 
 
게시물 #13: 일시 – 9 월 15일 - 11 월 8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및 트위터 

다가오는 선거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많으며, 

#OrangeCounty는 질문에 대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ocvote.gov/faqs  
#OCVote #VoteEasyVoteSecure #VoterInformation 
 
 
 
 
 

게시물 #14: 일시 – 9 월 15일 - 11 월 8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및 트위터 

이번 총선거의 마지막 투표일은 11월 8일 

화요일입니다.  ocvote.gov/elections 에서 투표지상의 

후보자와 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OCVote #VoteEasyVoteSecure #OrangeCounty #VoteEarly 
 

커뮤니케이션 도구 키트 

  

주제: 유권자 자료 
 

http://www.ocvote.gov/vig
http://ocvote.gov/faqs
https://ocvote.gov/elections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UOs2nNK66-wsCYW60k8MuMMLJWXlpzQL?usp=sharing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UOs2nNK66-wsCYW60k8MuMMLJWXlpzQL?usp=sharing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UOs2nNK66-wsCYW60k8MuMMLJWXlpzQL?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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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15: 일시 – 9 월 15일 - 11 월 8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및 트위터 

선거관리국의 유권자 조회 도구는 11월 8일 

총선거를 위해 준비해야 할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견본투표지를 다운로드하거나, 교체 

투표용지를 요청하거나, 우편 투표용지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능합니다: ocvote.gov/track  
#OCVote #VoteEasyVoteSecure #OrangeCounty 
#VoterResources 
 
 
게시물 #16: 일시 – 9 월 15일 - 11 월 8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및 트위터 

중요한 마감일을 놓치지 마세요! 선거관리국에는 

11월 8일 총선거의 중요한 마감일 숙지에 도움이 

되는 선거 달력이 있습니다. 
ocvote.gov/elections/2022-general-election-0  
#OCVote #VoteEasyVoteSecure #OrangeCounty 
#GeneralElection2022 
 
 
 
 
 
게시물 #17: 일시 – 9 월 15일 - 11 월 8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및 트위터 

#OrangeCounty 에서는 영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한국어, 중국어로 된 유권자 자료가 있습니다. 

ocvote.gov 를 방문하시고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해당 언어를 클릭하십시오. 
#OCVote #VoteEasyVoteSecure 
 

커뮤니케이션 도구 키트 커뮤니케이션 도구 키트 

  

주제: 유권자 자료 
 

http://ocvote.gov/track/
https://www.ocvote.gov/elections/2022-general-election-0
http://ocvote.gov/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UOs2nNK66-wsCYW60k8MuMMLJWXlpzQL?usp=sharing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UOs2nNK66-wsCYW60k8MuMMLJWXlpzQL?usp=sharing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UOs2nNK66-wsCYW60k8MuMMLJWXlpzQL?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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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도구 키트 

게시물 #18: 일시 – 9 월 15일 - 11 월 8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및 트위터 

다가오는 2022년 총선거 대해 질문이 있으신가요? 

714-567-7600 또는 ocvoter@ocvote.gov 으로 오렌지 

카운티 선거관리국에 문의하십시오. 
#OCVote #VoteEasyVoteSecure 
 
 
 
 
 
게시물 #19: 일시 – 9 월 15일 - 11 월 8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및 트위터 

OC Ballot Express 를 사용하여 우송 전 과정에 걸쳐 

우편 투표용지를 추적하십시오. ocvote.gov/track 
#OCVote #VoteEasyVoteSecure #OrangeCounty #Ballot 
 
 
 
 
 
 
 
 
게시물 #20: 일시 – 9 월 15일 - 11 월 8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및 트위터 

오렌지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장애인 유권자들도 

손쉽게 투표하고 유권자 교육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투표 센터 장소는 모두 ADA 규정을 

준수하며 필요한 유권자에게 ASL 통역을 

제공합니다. 
#OCVote #VoteEasyVoteSecure #OrangeCounty #Ballot 
 
 

  

주제: 유권자 자료 
 

mailto:rovwebmaster@ocvote.gov
http://ocvote.gov/vlt/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UOs2nNK66-wsCYW60k8MuMMLJWXlpzQL?usp=sharing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UOs2nNK66-wsCYW60k8MuMMLJWXlpzQL?usp=sharing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UOs2nNK66-wsCYW60k8MuMMLJWXlpzQL?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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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도구 키트 

게시물 #21: 일시 – 10월 10일 - 11월 8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및 트위터 
투표 센터에서는 장애가 있는 이들이 독립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돕는 기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리, 큰 글자, 색상, 속도 및 볼륨 컨트롤 

• 컨트롤러를 사용하거나 터치스크린을 사용 

• 장갑 또는 손가락 끝 커버를 제공 

• 본인 혹은 관리국 헤드셋 선택 사용 

• sip-and-puff 장치에 적용 가능. 

이러한 장치 사용에 대한 안내는 요청 시 현장에서 
제공됩니다. 
#OCVote #VoteEasyVoteSecure #OrangeCounty  
 
 
 
 

게시물 #22: 일시 – 10 월 10일 - 11 월 8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및 트위터 

원거리 이용 우편투표용지의 경우, 장애인 유권자 및 

해외 유권자가 우편 투표용지를 전자적으로 

전달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권은 

2020 년부터 시작되는 모든 선거부터 모든 유권자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 투표는 유권자의 

컴퓨터에 다운로드하여 유권자 자신의 보조 기술을 

사용하여 표시한 다음 인쇄하여 반환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ocvote.gov/ravbm 을 방문하십시오. 
#OCVote #VoteEasyVoteSecure #OrangeCounty  
 

커뮤니케이션 도구 키트 

  

주제: 유권자 도움 
 

https://www.ocvote.gov/ravbm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UOs2nNK66-wsCYW60k8MuMMLJWXlpzQL?usp=sharing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UOs2nNK66-wsCYW60k8MuMMLJWXlpzQL?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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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23: 일시 – 9 월 15일 - 11 월 8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및 트위터 

신뢰할 수 있는 선거 정보를 찾고 계십니까? 오렌지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OrangeCounty 에서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를 실시하는 책임이 있는 정부 기관입니다.  
ocvote.gov/faqs/trusted-election-official-information 
#OCVote #VoteEasyVoteSecure #ElectionInformation 
 
 
 
게시물 #24: 일시 –9 월 15일 - 11 월 8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오렌지 카운티의 모든 유권자는 11 월 8 일 총선거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새로운 선거구에 투표하게 

됩니다. 그 유권자 조회 도구를 사용하여, 현재 

선거구와 선출된 공직자, 그리고 최근 새로 재구획된 

선거구를 볼 수 있습니다. ocvote.gov/verify 
#OCVote #VoteEasyVoteSecure #OrangeCounty 
#Redistricting 
 
트위터 

오렌지 카운티의 모든 유권자는 11 월 8 일 총선거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새로운 선거구에 투표하게 

됩니다. 그 유권자 조회 도구를 사용하여, 현재 

선거구와 선출된 공직자를 볼 수 있습니다. 
ocvote.gov/verify 
#OCVote #VoteEasyVoteSecure #OrangeCounty 
#Redistricting 
 
 
 
게시물 #25: 일시 – 9 월 15일 - 11 월 8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및 트위터 

선거 참관 지침사항은 ocvote.gov/observe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OCVote #VoteEasyVoteSecure #OrangeCounty 
#ElectionObservation 
 

커뮤니케이션 도구 키트 

  

주제: 투표 보안 및 투표 과정 
 

http://ocvote.gov/faqs/trusted-election-official-information
http://ocvote.gov/verify/
http://ocvote.gov/verify/
http://ocvote.gov/media/election-observation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UOs2nNK66-wsCYW60k8MuMMLJWXlpzQL?usp=sharing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UOs2nNK66-wsCYW60k8MuMMLJWXlpzQL?usp=sharing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UOs2nNK66-wsCYW60k8MuMMLJWXlpzQL?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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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26: 일시 –9 월 15일 - 11 월 8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및 트위터 

오렌지 카운티 선거관리국 직원을 초대해 선거 운영, 

유권자 등록, 유권자 데이터 등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ocvote.gov/community 
#OCVote #VoteEasyVoteSecure #OrangeCounty 
#Elections 
 
 
 
 
 
 
 
게시물 #27: 일시 – 9 월 15일 - 10 월 14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및 트위터 

오렌지 카운티는 11 월 8일 선거에 투표 센터에서 

근무할 성실한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급여는 시간당 

20 달러 이상부터 시작합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ocvote.gov/jobs 를 방문해서 "선거"를 검색해 보세요. 
#OCVote #VoteEasyVoteSecure #OrangeCounty 
#Elections 
 
 

커뮤니케이션 도구 키트 

  

주제: 투표 보안 및 투표 과정 
 

주제: 고객 서비스 지원요원 (CSR) 모집 

http://ocvote.gov/community
http://ocvote.gov/jobs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UOs2nNK66-wsCYW60k8MuMMLJWXlpzQL?usp=sharing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UOs2nNK66-wsCYW60k8MuMMLJWXlpzQL?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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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도구 키트 

소식지 기사 
단체 인쇄물이나 전자 소식지가 있으신가요? 또는 회원/유권자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찾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음 기사들을 공유하시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기사 #1 
 

2022 년 총선거시 오렌지 카운티에서 투표하는 방법 
추천 사용 일시: 2022 년  9 월 15일 – 10월 24일 
 
다가오는 11 월 8 일 총선거의 우편 투표용지가 10 월 10 일 미 우정국에 운송될 것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등록된 유권자들은 총선거에 투표하실 때 고려하실 수 있는 몇 가지의 투표 방법이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우편이나 카운티 전역의 투표용지 투입함 중 하나 또는 오렌지 카운티 투표 

센터에서 투표용지를 반납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또한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습니다. 

ocvote.gov/voting 에서 투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약 40 개의 투표 센터가 2022 년 10 월 29 일에 개장합니다. 투표의 마지막 4 일 동안은 약 140 개의 투표 

센터가 2022 년 11 월 5 일에 더 개장할 것입니다. 투표 센터에서는 투표, 유권자 등록 문제 해결, 투표 등록, 

대체 투표용지 받기 또는 일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투표용지 투입함 또는 투표 센터 장소를 알아보시려면 (그리고 실시 대기 상황을 보시려면), 

ocvote.gov/time 을 방문하십시오.  
 
2022 년 총선거의 투표 등록 마감일은 2022 년 10 월 24 일입니다. ocvote.gov/registration 에서 투표 등록을 

하십시오. 
 
투표용지를 기입하고 반송할 때는, “손쉬운 투표. 안전한 투표.”를 기억하십시오. 

https://ocvote.gov/voting
https://ocvote.gov/time
https://ocvote.gov/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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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도구 키트 

소식지 기사 
 
기사 #2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2022 년 10 월 24 일입니다 
추천 사용 일시: 2022 년 9월 15일 – 10월 24일 
 
11 월 8 일 총선의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10 월 24 일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온라인 투표 등록은 오늘 

ocvote.gov/registration/register 에서 가능합니다. 
 
등록 상태 확인을 원하시거나, 업데이트해야 하는 경우 ocvote.gov/verify 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유권자 등록 마감일 기한 이후에도 2022 년 11 월 8 일까지 조건부 투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유권자 등록은 캘리포니아의 기존 15 일 등록 마감일을 유권자에게까지 연장해 선거 14 일 전과 선거일에 

잠정적으로 등록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투표 센터 또는 1300 S. Grand Avenue, Bldg. C, Santa Ana, 92705 에 위치한 선거관리국에서 조건부로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ocvote.gov/register 에서 조건부 온라인 투표를 등록할 수 있지만, 투표 센터 또는 

선거관리국에 가서 잠정 투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투표용지를 기입하고 반송할 때는, “손쉬운 투표. 안전한 투표.”를 기억하십시오. 

기사 #3 
 
오렌지 카운티 투표 센터는 2022 년 10월 29일부터 개장합니다. 
추천 사용 일시:2022 년 9월 15일 – 2022년 11월 8일  
 
투표 센터는 2022 년 총선거를 위한 투표 및 등록 필요를 위한 원스톱 센터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전역에 
180 개 이상의 투표 센터가 있으며, 투표, 유권자 등록 문제 해결, 투표 등록, 대체 투표용지 또는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년 10 월 29 일부터 특정 투표 센터가 개장하며, 11 월 5 일부터 11 월 8 일까지 모든 
투표 센터가 개장합니다. ocvote.gov/votecenter 에서 투표 센터를 알아보시고 운영 시간 및 실시간 대기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편으로 투표하거나 투표용지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우편 투표용지는 미국 
우체국으로 반송할 수 있으며 우편요금은 필요 없지만 11 월 8 일까지 소인이 찍혀야 합니다.  
ocvote.gov/voting/dropbox 에서 가까운 곳의 투표용지 보관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를 기입하고 반송할 때는, “손쉬운 투표. 안전한 투표.”를 기억하십시오. 

https://ocvote.gov/registration/register
https://ocvote.gov/verify
https://ocvote.gov/register
https://ocvote.gov/votecenter
https://ocvote.gov/voting/drop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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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기사 
  
기사 #4 
 
오렌지 카운티 선거구 재구획과 2022년 총선 
추천 사용 일시: 2022 년 9월 15일 – 2022년 11월 8일 
 
10 년마다, 업데이트된 인구 조사 정보가 발표된 후, 연방, 주, 카운티 및 지방 관할 구역은 각 구역의 인구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도록 경계를 다시 그려야 합니다. 이 과정은 선거구 재구획이라고 불리며 선거구들이 
투표권법을 계속 준수하도록 돕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유권자들에게 선거구 재 구획은 투표용지의 특정 항목(후보 사무실 및 조치)을 변경할 
것입니다. 유권자 정보 안내서 또는 카운티의 Voter Lookup Tool 을 확인하여 현재 선거구를 확인하거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선거구 재구획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오렌지 카운티 선거관리국이 작성한 선거구 재 구획 
ocvote.gov/faqs/redistricting-faqs 을 확인하십시오. 
 
투표용지를 기입하고 반송할 때는, “손쉬운 투표. 안전한 투표.”를 기억하십시오. 

기사 #5 
 

2022년 총선거 주요 일정 
추천 사용 일시: 2022년 9월 15일 – 2022년 11월 8일 
 
오렌지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2022년 총선거의 중요한 마감일을 추적하는 것을 돕기 위해 선거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달력은 ocvote.gov/elections/2022-general-election-0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9월 29일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 메일 발송 시작 
• 10월 10일 월요일: 미 우정국에 우편 투표용지 배달 / 선거관리국에서 조기 투표 시작 / 투입함 

개장 
• 2022년 10월 24일 – 유권자 등록 마감 
• 2022년 10월 25일부터 2022년 11월 8일까지 – 조건부 유권자 등록 
• 2022년 10월 29일 – 특정 투표 센터 개장 
• 2022년 11월 1일 – 대체 우편 투표용지 신청 마감일 
• 2022년 11월 5일 – 추가 투표 센터 개장 
• 2022년 11월 8일 – 오후 8시에 투표 마감 

 
오렌지 카운티 선거관리국의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ocvote.gov/faqs. 찾고자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714-567-7600 또는 ocvoter@ocvote.gov 로 연락 
주십시오. 

https://ocvote.gov/vlt/
https://ocvote.gov/faqs/redistricting-faqs
https://www.ocvote.gov/elections/2022-general-election-0
https://ocvote.gov/faqs
mailto:rovwebmaster@ocvote.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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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기사 

기사 #6 
 

오렌지 카운티 내의 선거 관리 보안 
추천 사용 일시: 2022년 9월 15일 – 2022년 11월 8일 
 
선거 보안은 오렌지 카운티 선거관리국의 최우선 사항입니다. 2022년 총선을 위한 보안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 전 및 선거후 로직과 정확성 시험 
• 1% 수동 개표 
• 위험 제한 감사 (RLA) 
• 선거 전 및 선거후 주 총무처 장관과 프로그램 버전 확인 

 
또한, 모든 투표는 종이 투표로 이루어지며, 투표 집계 시스템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국토안보부, 지방 법 집행 기관 및 지방 검찰청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등록된 유권자들은 오렌지 카운티에서 투표용지를 반납할 수 있는 네 가지 안전하고 확실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투표하거나 투표용지를 투표함이나 투표 센터에 반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투표소에서도 직접 투표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방법 모두 선거관리국이 투표용지를 받도록 
보장합니다. 
 
투표용지는 OC Ballot Express로 반납한 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및 전자 메일 업데이트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ocvote.gov/track  
 
투표용지를 기입하고 반송할 때는, “손쉬운 투표. 안전한 투표.”를 기억하십시오. 

https://ocvote.gov/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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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기사 

기사 #7 
 

장애인 유권자와 해외 유권자를 위한 자원 
추천 사용 일시:  2022년 9월 15일 – 2022년 11월 8일 

 

오렌지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장애인 유권자와 해외 유권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모든 투표 센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투표용지를 표시하기 위한 접근 가능한 투표기 

• 화상 지원을 통한 미국 수화 통역사 

• 종이 투표를 위한 가두 투표 

• 요청에 의한 추가 지원 

• 투표에 표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는 투표를 돕기 위해 최대 2명의 사람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또한, 원격 접근 가능 우편 투표는 장애가 있는 유권자와 해외 유권자에게 전자적으로 배달되도록 우편 

투표용지를 요청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 모든 것은 유권자들에게 11월 8일 총선거에 

제공됩니다. 전자 투표는 유권자의 컴퓨터에 선거인의 자신의 보조 기술 사용하여 표시된 다음 인쇄 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ocvote.gov/ravbm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국으로 714-567-7600 또는 수신자 부담 번호로  

1-888-628-6837 또는 캘리포니아 장애인 권리 투표 핫라인으로 1-888-569-7955 전화하십시오. 

 
ocvote.gov/voting/accessibility/vote-center-and-ballot-drop-box-accessibility  

 

https://ocvote.gov/ravbm/
https://ocvote.gov/voting/accessibility/vote-center-and-ballot-drop-box-acce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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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오렌지 카운티 선거관리국 

투표 등록은 어디서 

선거 투표 장소 찾기 

우편 투표용지 투입함 찾기 

우편 투표용지 추적 

전자 유권자 정보 안내서 

접근 가능한 유권자 정보 안내서 

원격 접근 우편 투표 

군인 및 해외 유권자 

선거 결과 

 
 

자주 묻는 질문 
OCROV 는 우편 투표 및 기타 투표 방법, 유권자 및 투표 직원의 안전, 투표 보안 등에 대한 모든 중요한 

질문을 다루는 자주 묻는 질문(FAQ)을 개발했습니다. 

FAQ 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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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10월

커뮤니케이션 도구 키트

연락처

OC Ballot Express를 통해 투표용지를 추적하십시오 - ocvote.gov/tra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