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신의 투표. 당신의 권리.
2022년 11월 8일    캘리포니아 주 총선거

easyvoterguide.org

유권자 등록을  
하셨습니까?

2022년 10월 24일  이번 총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일
2022년 11월 8일   선거일  귀하의 투표소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 가능합니다.
준비하십시오: 

n   10월 24일까지 
registertovote.ca.gov에서 
유권자 등록을 하십시오. 

n   등록된 귀하의 정보가 최신 정보인지 
확인하십시오. 귀하의 서명이 
바뀌었다면, voterstatus.sos.ca.gov에서 
재등록하여 최신 서명을 입력하십시오.

n   영어 이외의 언어로 투표 
자료를 받고 싶다면, 
voterstatus.sos.ca.gov에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This guide is also available in English   n   Esta guía también está disponible en español   

Hướng dẫn này cũng có sẵn bằng tiếng Việt   n   本指南也有中文版

easyvoterguide.org를 방문하여 이 안내서를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베트남어 및 한국어로 다운로드하십시오.

이 안내서는 League of Women Voters® of California Education Fund와 California State Library가 공동으로 제작합니다.

https://easyvoterguide.org/
https://easyvoterguide.org/
https://registertovote.ca.gov/
https://voterstatus.sos.ca.gov/
https://voterstatus.sos.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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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정부에서 여러분을 대표하는 공직 주 정부에서 여러분을 대표하는 공직

n   주지사 – 캘리포니아 주의 최고위 선출직 공무원: 
대부분의 주 부처 및 기관을 감독합니다. 주정부 
연간 예산을 작성합니다. 새 주법을 승인 또는 
거부합니다.

n   부지사 – 주지사 다음의 고위 책임자: 선출된 
주지사가 그 직위를 떠나는 경우, 주지사 직을 
승계합니다. 주 상원에서 표결 결과가 찬부 동수인 
경우 결정짓는 한 표를 행사합니다. 이사회와 
위원회의 의장직을 수행합니다.

n   총무처장관 – 선거 및 기록 유지 책임자: 주전체 
선거를 주관하고 선거법을 감독합니다. 또한 
새로 설립된 법인과 사업체 및 다른 주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록을 유지합니다.

n   회계감사원장 – 주정부의 회계 책임자: 주정부의 
자금 지출을 기록합니다. 대부분의 주정부 수표를 
발행하고 주정부의 수금을 관리합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n   재무국장 – 주정부의 재정 책임자: 
주정부의 투자와 자산을 관리합니다. 
주정부 공채의 판매를 주관합니다. 

n   검찰총장 – 이 주의 최고 법률가: 주 전체에서 
법이 균등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정부 법무부를 관리합니다. 보안관과 지방검사를 
감독합니다.

n   보험국장 – 보험 감독 책임자: 주정부 보험국을 
관리합니다. 보험회사들이 준수해야 하는 법률들을 
집행합니다. 

n   공교육감 – 주 교육 책임자: 주정부 교육부를 
관리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공립학교에 
리더십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교육 규정을 
집행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주민을 대표하는 공직 (4년임기로 선출)

모든 항목에 대해 투표할 
필요는 없습니다. 

투표용지에 기재된 
일부 항목에 표시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투표는 여전히 
집계됩니다.

유권자를 
위한

새로운  
소식

2022년 11월 8일 총선거 소개
캘리포니아 주 전역 총선거에서 투표하는 방법

이 “총선거”에서, 유권자는:
n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를 운영할 주지사 및 다른 대표자들을 선출합니다. 
n    주 대법원 판사들의 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n    7건의 발의된 주법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투표를 합니다.

또한 유권자들은 지역 후보자, 그리고 아마도 투표 법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투표용
지에 기재되는 사항은 거주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등록 유권자는 투표할 모든 
항목이 기재된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우편으로 받습니다. 

n   연방 상원의원  
(6년 임기)

n   연방 하원의원  
(2년 임기)

n   주 상원의원(4년 임기, 이번 선거에서는 짝수 
선거구에 투표합니다)

n   주 하원의원(2년 임기)
n   주 조세형평국(주세 심사 위원회, 4년 임기)

다음 공직의 경우 2022년 6월 예비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두 명의 후보자만 투표용지에 표시됩니다. 

이 두 후보는 같은 정당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주민들이 투표를 더 쉽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캘리포니아에 등록된 모든 유권자는 
선거일 약 한 달 전에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귀하는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반송하거나, 
투표함에 넣거나,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7-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출소하셨습니까? 캘리포니아 교도소에서 출소하면 투표권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유권자 등록만 
하면 됩니다. 가석방 중에는 투표가 가능하지만 현재 주 또는 연방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경우에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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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법안
법안이란 대중이 투표하도록 제안된 발의안입니다. 법안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고,  
때로는 캘리포니아 주 헌법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법안은 충분한 수의 유권자 서명을 받은 사람들 또는 주 
의원들(캘리포니아 주 상하원 의원들)에 의해 투표용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에 투표한 찬성 투표율이 
50% 초과일 때, 해당 법안은 통과되어 법률이 됩니다.
법안 1 과 법안 26부터 30은 “주민 발의안”입니다. 주민 발의안에서:

n   “예”에 투표하는 것은 귀하가 해당 법안이 사안을 변경하는 방식을 지지한다는 의미입니다.
n   “아니요”에 투표하는 것은 귀하가 사안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법안 31는 유권자들에게 이미 통과된 법률에 대한 투표를 요청하는 “주민투표”입니다. 주민투표에서:
n   “예”에 투표하는 것은 귀하가 해당 법률을 지지하여 유지하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n   “아니요”에 투표하는 것은 귀하가 해당 법률이 발효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선거에는 7개의 주 법안이 있습니다. 모든 법안에 다 투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에게 중요한 법안에 대해 알아보시고 “예” 또는 “아니요” 를 선택하십시오.

 

 

유권자를 위한 안내
League of Women Voters of California 
Education Fund와 MapLight가 제공하는 
유권자 에지(Voter’s Edge) 온라인 선거 안내서

Voter’s Edge를 사용하면 투표 장소와 투표용지에  
포함될 모든 후보자 및 법안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votersedge.org에 귀하의 집 주소만 입력하면 됩니다.

총무처장관의 안내서에는 투표 관련 자료, 주 법안에 관한 자세한  
정보 그리고 후보자들의 성명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voterguide.sos.ca.gov에서 공식 유권자 정보 안내서(Official Voter 
Information Guide)를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소
sos.ca.gov/county-elections-offices에서 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소를 
온라인으로 찾아보십시오.    

캘리포니아 총무처장관이 제공하는 공식 
유권자 정보 안내서

 

현재 상황: 캘리포니아에서는 법에 따라 주민이 임신 중절을 선택할 권리와 임신 출산의 결정에 대한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캘리포니아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헌법은 주의 최고법입니다. 오직 헌법 개정만이 이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헌법 개정은 입법부의  
3분의 2에 의한 투표와 함께 주민의 직접 투표를 필요로 합니다.

임신 출산의 자유

법안 1이 통과되는 경우 변경되는 사항: 
•  캘리포니아 헌법에 임신 출산의 자유를 권리로 명시
•  임신 출산 자유의 권리는 주정부가 임신 중절을 선택할 

권리, 피임 (피임약, 피임기구)의 사용 또는 사용 
거부, 그리고 기타 임신 출산 건강 관리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거부하거나 간섭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주정부 예산에 미치는 영향: 법안 1은 투표지에 법안을  
포함하는 데 필요한 비용 외에는 주정부 예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캘리포니아 헌법은 
미래에 임신 출산의 
자율권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  법안 1은 언제든지 
임신 중절을 허용하
는 극단적이고, 비경
제적이며, 무의미한 
세금 낭비이다. 

법안 1에  
대한 반대 의견:

반대법안 1에  
대한 찬성 의견:

찬성

1 입법 개헌

https://www.sos.ca.gov/elections/voting-resources/county-elections-offices
https://voterguide.sos.ca.gov/
https://votersedge.org/ca
https://votersedge.or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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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법안
 

현재 상황: 캘리포니아의 원주민 보호구역 카지노에서는 포커, 빙고 및 기타 게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포츠 베팅, 룰렛, 주사위 게임은 원주민 보호구역 카지노와 캘리포니아주 모든 장소에서 불법입니다.

원주민 보호구역 카지노에서의 대면 스포츠 베팅

법안 26이 통과되는 경우 변경되는 사항: 
•  원주민 보호구역 카지노에서 대면 스포츠 베팅, 

룰렛 및 주사위 게임이 합법화됩니다.
•  경마장에서 대면 스포츠 베팅이 합법화됩니다.
•  상황에 따라 불법 도박에 대한 개인 소송을 

허용합니다.

주정부 예산에 미치는 영향: 법안 26은 카지노, 경마장 
및 소송으로 인한 벌금으로 매년 최대 수천만 달러의 
세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대면 스포츠 베팅을  
규제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매년 천만 삼천만 이천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  법안 26은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이 부족  
구성원에게 의료, 주택,  
기반 시설 및 교육과  
같은 중요한 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한다.

•  스포츠 베팅에 세금을  
부과하면 주의 세수입이  
증가한다.

•  이 법안은 소수의  
부족에게만 혜택을  
주는 도박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  도박은 중독성이 있다.  
더 많은 유형의 도박을  
합법화하는 것은 공중  
보건과 안전에 좋지  
않다.

법안 26에  
대한 반대 의견:

반대법안 26에  
대한 찬성 의견:

찬성

26

 

현재 상황: 미국 대법원은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할지 여부를 각 주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스포츠 
베팅은 원주민 보호구역을 포함하여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불법입니다.

온라인 스포츠 베팅

법안 27이 통과되는 경우 변경되는 사항: 
•  캘리포니아에서(원주민 보호구역이 아닌) 

21세 이상 성인에게 온라인 스포츠 베팅이 
합법화됩니다.

•  게이밍 원주민 부족 또는 자격을 갖춘 사업체를 
통해서만 베팅을 할 수 있습니다.

•  베팅 수수료와 세수입의 대부분은 노숙자 및 
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데 쓰일 것입니다. 
나머지 돈은 미국 원주민 부족을 지원하는데 
쓰일 것입니다.

주정부 예산에 미치는 영향: 온라인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하면 매년 최대 약 1억 5천만 달러의  
세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스포츠 베팅을  
규제하는 데 드는 비용은 매년 최대 천만에서  
2천만 달러 정도입니다.

•  온라인 스포츠 베팅을  
규제하면 도박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불법 온라인 도박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의 
노숙자 및 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자금을 보장한다.

•  다른 주에 있는 대규모  
도박 기업들이 캘리포니아 
주민들로부터 이득을  
취하고 마켓에서 소규모 
기업의 운영을 막을  
것이다.

•  온라인 스포츠 베팅은 그 
어느 때보다 도박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도박에 
중독될 것이다.

법안 27에  
대한 반대 의견:

반대법안 27에  
대한 찬성 의견:

찬성

27

발의 헌법 개정 및 법령  

발의 헌법 개정 및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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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법안
 

현재 상황: 매년 주정부는 세수입(수익)의 약 40%를 공립 학교 기금으로 확보해 두어야합니다. 그러나 주정부는 
공립학교의 예술 및 음악 교육을 위한 별도의 연간 자금원이 없습니다.

예술 및 음악 교육 자금 지원

법안 28이 통과되는 경우 변경되는 사항: 
•  주정부는 K-12 공립학교의 예술 및 음악 교육 

자금을 위해 세수입의의 일부를 따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모든 학교는 각 학생에 대해 약간의 기금을 받게 
됩니다.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이 많이 재학하는 
학교는 학교는 조금 더 많은 돈을 받게 됩니다.   
자금을 통해 학교는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고  
훈련 비용을 지불하고 교육용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주정부 예산에 미치는 영향: 예술과 음악 교육에는  
매년 약 1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입니다.

•  예술과 음악 교육은 학생의 
개인 생활과 학업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다.

•  5개 학교 중 1개 학교에만 
예술 프로그램 전담 교사가 
있다.

•  법안 28은 주정
부 기금을 다른 
부문에 지출하는 
것을 제한한다. 

법안 28에  
대한 반대 의견:

반대법안 28에  
대한 찬성 의견:

찬성

28

 

현재 상황: 신장이 작동을 멈추면 투석이라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인가받은 투석 
클리닉에서 일반적으로 투석을 제공합니다.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의 주치의는 최소 월 1회 환자를 방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Medicare 및 Medi-Cal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투석 치료를 받습니다. 때로는 개인 보험이 
사용됩니다. 개인 보험은 Medicare 및 Medi-Cal보다 치료 비용이 더 높습니다. 투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은 연방 정부에 반드시 보고되어야 합니다.

신장 투석 클리닉 요구 사항

법안 29이 통과되는 경우 변경되는 사항: 
•  클리닉에는 모든 투석 치료 시간 동안 최소 한 명의 

의사, 임상 간호사, 또는 의사 보조사가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  클리닉은 모든 투석 관련 감염에 대해 매 분기마다  
주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  클리닉은 환자에게 클리닉의 소유주를 공개해야 
합니다.

•  클리닉은 영업을 종료하거나 축소하기 전에 주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클리닉은 환자의 치료비 지불 방법에 기반해서  
환자 치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주정부 예산에 미치는 영향: 신장 투석 클리닉 요구  
사항의 증가로 매년 천만에서 삼천만 달러를 주  
정부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  투석은 위험한  
치료이다. 클리닉에는 
의료제공자가 항시  
대기하여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법안 29는 차별을  
방지하고 외곽 지역의  
환자를 보호한다.

•  법안 29는 의료  
제공자가 병원과  
응급실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일 것이다.

•  증가한 비용으로  
인해 주 내의 일부  
투석 클리닉은 문을  
닫을 수도 있다. 

법안 29에  
대한 반대 의견:

반대법안 29에  
대한 찬성 의견:

찬성

29

발의 법령

발의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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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법안
 

현재 상황: 주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징수합니다. 2021년에 주에서는 1,300억 
달러 이상의 세수입을 확보했습니다. 이 세수입의 대부분은 일반 기금이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주의 본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일반 기금의 자금은 공립학교 및 의료 서비스와 같은 주정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전기 자동차를 위한 백만장자에 대한 소득세

법안 30이 통과되는 경우 변경되는 사항: 
•  1인당 소득이 200만 달러를 초과시 매 1달러 

수입에 1.75%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  이 세금에서 나온 돈은 일반 기금과 별도의  

특별 기금에 적립됩니다.
•  이 자금의 대부분은 “무공해” 전기 자동차의 

사용을 늘리고 공기를 더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돈의 나머지는 산불 관리에 
사용됩니다. 

주정부 예산에 미치는 영향: 법안 30은 매년  
35억~50억 달러의 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승용차 및 기타 운송  
수단에서 배출되는 온실  
가스는 기후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이며 지금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산불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  캘리포니아 주에서 
소득세를 인상할  
경우 고소득자는  
다른 주로 떠날  
수 있다.

•  이러한 새로운  
프로젝트가 정말  
중요하다면 신규  
세금이 아닌 일반 
기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법안 30에  
대한 반대 의견:

반대법안 30에  
대한 찬성 의견:

찬성

30

 

배경: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20년에 상점과 자판기 내에서의 가향 담배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가향 담배 제품의 예로는 캔디맛 전자 담배 또는 멘솔 담배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가향 담배 제품 금지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법안 31이 통과되는 경우 변경되는 사항: 
•  가향 담배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주의 새로운 

법이 발효되도록 합니다.
•  가향 담배 제품은 더 이상 주유소, 식료품점, 

자판기 및 기타 다른 장소에서 판매되지 
않습니다.

주정부 예산에 미치는 영향: 가향 담배에 대한  
이러한 금지는 매년 수천만에서 약 1억 달러의  
세수입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담배 사용 감소로  
인한 정부 의료 비용 절감 효과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건강한 사람들이 더 오래 살수록  
장기적으로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아이들이 단 맛이 나는  
담배 제품에 끌린다.

•  니코틴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고 가향 담배는 평생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

•  가향 담배 제품 사용을  
선택한 성인은 어떤  
제품을 구매할지에 대한 
선택권이 더 이상 없다.

•  사람들이 가향 담배  
제품을 불법으로  
구매하여, 인근 지역  
사업체의 수입이 떨어질 
것이다.

법안 31에  
대한 반대 의견:

반대법안 31에  
대한 찬성 의견:

찬성

31

발의 법령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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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방법

1 우편 투표
기표를 한 투표용지를 신속하게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받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바로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우표가 없으신가요? 괜찮습니다.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반송시에는 우표가 필요 없습니다.

기표한 투표용지를 제공된 봉투 안에 넣어 밀봉하십시오.
투표용지 기표 시 투표용지에 제시된 지시 사항을 따르십시오.
본인의 이름이 적힌 반송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귀하의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고 밀봉하십시오. 각 봉투 당 한 개의 투표용지만  
넣으십시오. 

봉투에 서명하고 날짜를 적으십시오. 
봉투 뒷면에 볼펜으로 날짜를 적고 서명하십시오.

제 시간에 맞춰 투표용지를 우편 반송하십시오.
11월 8일, 선거일 날짜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혀야 하므로 귀하의 투표용지를  
가능한 한 일찍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투표함(드롭박스) 이용 투표
귀하가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보내는 대신 투표함에 넣기로 결정한다면, 선거일인 
11월 8일 오후 8시 전까지 반드시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귀하 카운티에 위치한 아무 투표소 또는 안전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십시오.

자세한 내용과 투표함 위치는 caearlyvoting.sos.ca.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votersedge.org에서 귀하의 투표용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쉽고 간단합니다. 집 주소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올해에는 안전하고 쉽게 투표할 수 있는 더 많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캘리포니아의 모든 
등록 유권자가 선거 한 달 전에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3가지 투표 방법이 있습니다.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투표함에 넣거나,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에 잘못 쓰셨습니까?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투표용지를 받으려면, 선거일 전에 귀하 카운티의 선거 관리 위원회(County 
Elections Office)에 연락하시거나 귀하의 투표소로 가서 새 투표용지를 요청하십시오.

https://caearlyvoting.sos.ca.gov/
https://votersedge.org/ca
https://votersedge.or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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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투표   
직접 투표를 하는 투표소에서 귀하는:

n   직접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n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을 수 있습니다.
n   장애인을 위한 투표 집계기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n   다양한 언어로 도움을 받고 투표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선거일 전에 조기 투표가 가능할 것입니다. 
caearlyvoting.sos.ca.gov에서 조기 투표소 및 투표함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findmypollingplace.sos.ca.gov에서 귀하의 투표소를 찾아보십시오.

3

투표 방법

10월 24일 유권자 등록 마감일을 놓치셨나요? 
괜찮습니다! 여전히 이번 선거에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마감일을 놓치셨다면, 주변의 아무 투표소나 방문해 주세요. 같은 날 등록하고  
투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당일 등록 투표는 선거일 당일까지 계속 가능합니다.

n   가능하다면, findmypollingplace.sos.ca.gov에서 귀하에게 지정된 투표소를 찾으십시오. 귀하 지역의 
모든 투표 내용이 담긴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귀하에게 지정된 투표소로 가십시오.

n   당일 등록하고 집에서 투표하기. 10월 24일 이후에 등록을 하고 집에서 투표하고자 할 경우, 귀하  
카운티의 선거 관리 위원회(County Elections Office)에 연락하여 선거일까지 어떻게 등록하고 우편  
투표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sos.ca.gov/county-elections-offices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알기 쉬운 유권자 안내서에 관하여 
알기 쉬운 유권자 안내서의 일부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State Librarian에 의해 집행되는 Library Services and Technology Act 규정에 근거하여 U.S.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League of Women Voters® of California Education Fund는 정보에 기반한 활발한 정부 참여를 독려하고, 주요 대민 정책 
사안들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초당적 단체(501(c)(3) 기관)입니다. 이 안내서에 대한 질문이나 건의 사항은 easyvoter@lwvc.org로 보내 주십시오.

“투표자 선택법(VOTER’S CHOICE ACT)” 카운티에 거주하십니까?  
bit.ly/VotersChoiceCounties를 확인하십시오.
그렇다면 카운티 내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많은 투표소가 10월 29일 토요일에 개장하지만 
일부는 더 일찍 개장할 것입니다. 또는 10월 11일 화요일부터 안전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caearlyvoting.sos.ca.gov에서 위치와 시간을 확인하십시오.

투표용지 반납 후 투표용지가 언제 접수되었으며 어느 과정에서  
처리 중인지를 WheresMyBallot.sos.ca.gov에서 확인하십시오.

투표용지 
추적

easyvoterguide.org에 이 안내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 주십시오.

https://caearlyvoting.sos.ca.gov/
https://caearlyvoting.sos.ca.gov/
https://www.sos.ca.gov/elections/polling-place/
https://www.sos.ca.gov/elections/polling-place/
https://www.sos.ca.gov/elections/voting-resources/county-elections-offices
https://easyvoterguide.org/
https://california.ballottrax.net/voter/
https://www.sos.ca.gov/voters-choice-act/vca-participating-count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