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원회 유권자 등록 툴킷
2020 년 선거 투표 독려

툴킷 내용
•

기관 내 유권자 등록을 위한 상황 별 예시

•

고객을 위한 선거 일정 및 정보

•

유권자 교육: 투표 전 쟁점 알아보기

•

유권자 등록 전단지 템플릿

기관 내 유권자 등록을 위한 상황 별 예시
아래는 유권자 등록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는 상황 별 예시입니다. 유권자 등록에 대한 대화는
어렵게 이루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고객에게 유권자 등록을 했는지 물어보고, 이번 선거 및
기타 선거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도우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선거는 기관의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고객의 서비스 수신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권자 담당인의 소개: 좋습니다. 다음 질문은 고객님의 유권자 등록 갱신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고객님께 제공 드리는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 유권자 등록 및 등록 갱신이 있는데요, 고객님의
투표 한 번이 고객님의 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저희 기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부터, 고객님의 유권자 등록 및 등록 갱신을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는 현재
주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등록되어 있으십니까?
고객 답변 예시:

고객 답변: “네. 현재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고, 정보도 최신 정보입니다.”
투표 담당자 답변: 잘 됐네요! 가족과 친구에게도 유권자 등록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고객 답변: “네. 그런데 최근에 이사를 해서요”
투표 담당자 답변: 그렇다면 제가 지금 바로 등록 정보를 갱신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갱신하시면 고객님을 대신해 저희가 해당되는 선거 사무소에 갱신 정보를 제출하기 때문에,
고객님의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 답변: “등록을 원하지 않아요. ” 또는 “투표에 관심 없어요”
투표 담당자 답변: 이해합니다. 다른 신경 쓸 일이 많으시죠. 그러나 저희는 이곳, _________에
계신 투표 대상자에 대한 100%의 등록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객님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본 위원회의
서비스는 선출된 임원들의 지지에 달려 있고, 우리 고객의 유권자 등록률이 높을수록 그들의
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고객 답변: “시간이 없어요.”

투표 담당자 답변: 고객님께서 바쁘시다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해당 양식을 작성하는
데는 몇 분도 채 걸리지 않으며, 제가 고객님을 대신해 양식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등록하게 되시면 차후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시간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온라인 등록 링크 전단지를 제공하고 다음번에 등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
고객 답변: “저는 등록 못해요. 자격이 안되거든요”
투표 담당자 답변: 혹시 왜 등록을 못하시는 건지 여쭤보아도 될까요? 관련 교육 내용에 따라
고객님에게 도움을 드릴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서요. 시민이 아닌 경우: 알겠습니다. 혹시 가정
내에 투표 대상자가 있다면 등록을 독려해 주세요! 유죄 선고된 전과가 있는 경우: (주 규정과
관련해 이곳에서 주(州) 별 Q&A 문서를 참조할 것) 나이가 어린 경우: 선거일 기준으로 18 살이
되신다면, 지금 등록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고객 답변: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거죠? 저 여기 그냥 의료 서비스 때문에 (또는 보험 들러) 온
건데요.”
투표 담당자 답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건강 보험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과 더불어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는 바로 유권자 등록을 돕고 등록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고객님의 투표 한 번이 고객님이 받게 될 의료 서비스와 건강 센터에 큰 영향을
행사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권자 등록과 등록 갱신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등록에는 몇 분
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고객을 위한 선거 일정 및 정보
대선 토론은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비 선거와 간부 회의가 2020년 2월 3일
아이오와 주에서 시작되며, 2020년 6월 16일 (워싱턴 D.C.에서) 마지막 예비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각 주에서 예비 선거 및 간부 회의가 진행됩니다.
2020년 7월과 8월, 각 당에서는 각 당의 대표가 공식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후보자를 지명하는
전당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올해 민주당 전당대회는 2020년 7월 13-16일 위스콘신 주의
밀워키에서 열리며, 공화당 전당대회는 2020 년 8 월 24-27 일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샬럿에서
열립니다.

간부 회의와 예비 선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간부 회의와 예비 선거는 유권자들이 그들의 정당에 지명될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간부 회의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열리는 공개회의로, 유권자들은 각 후보자에 대해 논하고
최종 후보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투표하게 됩니다. 각 주는 지리적 선거구로
나뉘며, 각 선거구마다 고유한 간부 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를 통해 대표단이 선출되고,
선출된 대표단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간부 회의가 열리는
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알래스카

•

메인

•

하와이

•

네바다

•

아이오와

•

노스 다코다

•

캔자스

•

워싱턴 (민주당만 해당)

•

켄터키

•

와이오밍

나머지 주에서는 예비 선거를 통해 투표를 진행합니다. 예비 선거는 비밀 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선출하는 투표 방법입니다. 주에 따라 폐쇄형 및 개방형 예비 선거가 진행됩니다.
폐쇄형 예비 선거에서는 등록된 정당 내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며, 개방형 예비 선거에서는
모든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주에서 어떤 예비 선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지, 이곳을 클릭해 알아보십시오.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무소속 유권자의 경우, 예비 선거에서 투표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예비 선거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유권자 등록 시 특정 정당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예비 선거 기간이나 총선 기간 동안 시외에 머무르게 될 시, 이곳에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교육: 투표 전 쟁점 알아보기
선거와 관련한 일반적인 정보와 선택할 수 있는 후보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얻는 것이
고객들로 하여금 옳은 선택을 하도록 이끄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단의 선거 시기 일정 및
정보를 자유롭게 출력 및 배포하고, 고객들을 다음의 웹사이트로 안내하십시오:
•
•
•
•
•

What's on Your Ballot - Personalized Voting Information (vote411.org)
Know Your Candidates, Learn the Issues, and More (headcount.org)
2020 Candidates’ Views on the Issues
We’re Asking 2020 Democrats Where They Stand on the Issues
Where President Trump Stands on the Issues in 2020

비영리 단체로서, 원한다면 귀하께서는 투표 법안에 대한 특정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의 12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유권자 등록과 관련된 정보는 저에게 문의하세요,”라고 적혀 있는 인쇄용 스티커와 기타
커뮤니케이션/마케팅 자료는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여기서 하세요!
[ORGANIZATION]에서 2020 년 선거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유권자 등록 과정은 간단하며, [ORGANIZATION] 에서는
언제든지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안내데스크를 방문해, 11 월 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을
해보세요!

등록 기한: [enter deadline here]
선거일자: 2020 년 11 월 3 일 (화요일).
온라인 등록을 원하세요?
이곳을 방문하세요: Vote.org/[State Name]

우리 주의 예비 선거일은
Month 월 DD 일입니다,
등록 및 투표할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 주의 예비 선거일은
Month 월 DD 일입니다,
등록 및 투표할 준비가
되셨나요?

2020 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여기서 하세요!

2020 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여기서 하세요!

유권자 등록, 지금 하세요!
[ORGANIZATION]에서 2020 년 선거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유권자 등록 과정은 간단하며, [ORGANIZATION] 에서는 언제든지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등록을 위한 간단한 세
가지 단계입니다:

1.

안내 데스크로 향하여 등록 양식을 받는다.

2.

양식을 작성한 뒤 직원에게 제출한다.

3.

2020 년 11 월 3 월 화요일, 투표에 참여한다!

직접 등록 기한: [enter deadline here]
이메일 및 온라인 등록 기한: [enter deadline here]
자세한 정보는 www.vote.org/[State Name]를 참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