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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보안 및 시행 계획 
 

본 계획은 유권자 등록 및 선거에서 긴급 비상 사태 발생 시의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계획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 생명과 재산의 보호 
• 조직 체계 유지 및 필수적인 서비스의 지속적인 재개 보장 
 

선거 보안 
효과적인 비상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연구, 토론 및 
어려운 선택을 지금 해야 합니다.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 외에도, 긴급한 비상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비상 재해 위험을 파악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상 
사태로부터 예외가 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아울러,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대중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미연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문서는 기본 보안 및 계획의 개념과 이러한 개념이 선거 보안에 어떠한 방법으로 
연계되는가에 대한 개요로 시작합니다.  다음은 보다 상세한 선거 주간/ 야간 보안 요구 
사항에 대한 문서입니다. 
 
기본 사항 
선거 보안은 인력, 재산 및 정보 자산의 보존과 보호의 결합입니다. 
 
보안은 세 가지 기본 원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통제 
• 탐지 
• 복구 
 

통제 
인원 통제는 승인 받은 모든 인원의 신원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및 선거(VRE)에서 모든 정규직원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착용합니다.  임시 직원은 사진이 없는 밝은 노란색 출입증을 착용합니다.  방문객은 시설 
출입 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구내에서는 출입 승인 일자가 표시된 방문자 전용 
출입증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 당일 야간 근무자들은 색깔로 구분된 손목 밴드를 
착용하게 됩니다. 
 
건물 통제는 물리적 장벽을 설치하고 민감한 장소의 접근을 통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VRE는 적절한 위치를 물색하여 군중 통제 장벽을 비치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미디어 및 
대중을 위한 투표 집계 검열 구역을 설치하여, 선거 당일 야간 투표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VRE의 가장 민감한 방마다 씨-큐어(C-Cure) 도어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선거 기간 동안 모든 접근을 통제, 감시 및 기록합니다.  투표 계수 및 보관 장소와 
같이 보안이 가장 민감한 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활동을 감시하고 기록합니다. 
 
정보 자산 통제는 비밀번호를 빈번하게 변경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VRE는 부서의 
전산 시스템에 접근하는 사용자 접속 기록 보고서를 생성하고 관리합니다.  방화벽 보안 
체제는 카운티 표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액세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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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있는 직원에 한 해 접속이 가능하도록 제한됩니다.  액세스 권한을 부여 받은 직원은 
모두 카운티 승인 및 동의서 양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탐지 
인원 통제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는, 가령, 신원 확인되지 않은 개인이 출입 기록 기재를 
요청했을 때, 이를 지키지 않았거나 방문자용 출입증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방문자 
전용 출입증을 착용하지 않은 방문객에게는 로비로 되돌아가서 출입 기록 기재 절차를 
완료하도록 요청하거나 시설 퇴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원 신분증이나 출입증을 분실한 
정규 및 임시 직원은 재발급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건물 통제 위반 탐지는 통제 시설 파손, 미확인 차량, 또는 보안 통제 구역 무단 출입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보 자산 통제 위반 탐지는 암호의 무단 사용, 방화벽 침입 탐지 또는 무단 네트워크 
액세스를 통해 발견될 수 있습니다. 
 
복구 
복구는 위반 사항을 탐지하였을 때 이를 복구하고, 계획된 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역량입니다. 
 
인원 복구는 신분증이나 출입증이 없는 개인에게 이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간단한 업무에서 
통제 구역을 무단 출입한 개인을 체포하는 업무까지를 포함합니다. 
 
건물 복구는 파손된 통제 시설의 보수, 무단 출입 차량의 우회, 또는 무단 네트워크 액세스가 
감지된 방을 수색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정보 자산 복구는 보안 통제 위반 사항 식별 및 기록부터 방화벽 침입 또는 무단 네트워크 
액세스에 대한 전체 수사에 이르는 모든 범위를 포함합니다.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 
파트너십은 성공에 매우 중요합니다.  협력 정신은 모든 비상 사태에서 의사소통 장벽을 
무너뜨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VRE는 다음을 완료하였습니다: 

• 카운티 경찰국과 FBI 직원을 포함하여 국토 안보국(DHS)이 사무소의 보안 계획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즉각적으로 미디어에 통보할 수 있는 전담 
카운티 전역 서비스 사무소(CMO)을 구성하였습니다. 

• 모든 유형의 시스템 장애 발생시 컴퓨터 및 통신 문제를 지원하는 기술 
부서(DTECH)를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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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당일 국무장관 보안 전담 사무관 연락처 
 
현장 보안 주 7일 24 시간 지휘 본부 (916) 657-2166 

 
위 전화 번호는 투표 기간 보안 주 정보 관료(국토 안보국, 비상기획실 또는 VRE)가 즉시 
알아야 하는 보안 문제를 보고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비상 대책 준비 계획 
그룹은 비상 사태 발생 시 상호 소통을 해야 하며, 상황 발생 시, 가동됩니다. 

 
투표 센터와의 커뮤니케이션 
모든 선거구 운영 콜 센터 직원은 투표 센터 목록과 유선 전화 번호(사용 가능 시), 그리고 각 
투표 센터 대표 휴대 전화 번호와 담당 코디네이터의 휴대 전화 번호 목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법 집행 기관과 긴급 대응 요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전화 연락망을 
조직하여 모든 투표 센터가 특정 비상 사태 또는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선거당일 투표 센터를 오후 8시 이후까지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서부터 한 곳 이상의 투표 센터에 비축용 투표 용지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까지 
포함합니다. 
 
미디어와의 커뮤니케이션 
투표 기간 동안 현장에 VRE의 미디어 담당 사무관을 중심으로 하는 미디어 센터를 
설치합니다.  이 센터를 통해 미디어와 본 사무소 간에 선거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비상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정보 공유가 가능합니다. 
 
IT 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 
IT 직원은 투표 기간 동안 투표 시스템 문제가 있는 투표 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콜 센터를 
조직합니다.  이 콜 센터는 투표 센터가 운영되는 시간 동안, 그리고 선거 당일은 오전 6시부 
터 오후 9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투표 센터 교육 매뉴얼과 연락처를 사무소 직원에게 
제공합니다. 
 
보안 관련 커뮤니케이션 
운영관리 직원에게는 카운티 경찰국, 소방서 및 국토 안보국과 같은 비상 대책 요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비상 연락 전화 번호부가 제공됩니다.  모든 비상 사태 관련 연락사항은 
카운티 행정관, CSA 기관 행정관 및 이사회에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선거 관련 비상 
사태는 국무 장관실에 보고됩니다. 

 
비상 사태 통보 명령 

 
투표 센터 비상 사태 
투표 센터 또는 투표소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비상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선거구 운영 콜 
센터와 IT 콜 센터가 가동되어 모든 기술 지원 로버, 투표함 운송자 및/ 또는 투표 센터 
검열관에게 연락을 하여, 비상 사태와 대책을 통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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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담당 사무관은 유권자 등록 담당 사무관과 협력하여 미디어 보도 자료를 준비하고 
감독 이사회, 카운티 행정관 및 카운티 수석 행정관에게 선거 정보 알림을 전송할 것입니다. 
 
사무소의 사법 집행 기관 비상 사태 
긴급 구조 요원(경찰, 화재, 구급차 등)의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 발생 시 취해야 하는 
첫 번째 조치는 9-911에 전화하여 비상 사태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소지한 
비상 사태 대책 절차에 따라 발생한 특정 상황을 처리하십시오.   
 
비상 사태 발생 구역 내에 있는 모든 직원을 포함하여, 시설 책임자와 유권자 등록 담당 
사무관 및 미디어 담당관에게 통보하십시오.  시설 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비상 대피를 
포함하여 비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미디어 담당 사무관은 비상 
사태 및 카운티의 대응책에 관한 정보를 미디어에 제공합니다.  유권자 등록 담당 사무관과 
미디어 담당관은 감독 이사회, 카운티 행정관 및 행정 서비스 기관에 발송한 선거 정보 
알림을 합니다. 
 

투표 기간 / 선거 당일 비상 계획 
 
일반 지시 사항 

• 개인의 안전과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 투표용지/함, 장비 및 시설의 보존은 두 번째 우선 순위입니다 

 
사무소 보안 

• 정규 운영 시간 및 유권자 등록 담당 사무관이 지시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사무소의 
업무 구역은 항상 잠가 두어야 합니다. 

• 창고는 선거 장비, 기록물 및 투표용지/함의 보안에 사용되는 공간으로, 권한이 있는 
직원이 해당 구역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서의 창고 구역은 항상 잠가 두어야 
합니다. 

• 운영 시간 외 침입 사고는 카운티 텔레콤 5-6900 번으로 신고한 후, 유권자 등록 
담당관과 시설 관리부, (916) 281-1248번 또는 카운티 경찰서에 통보하십시오. 

 
투표 용지 보안 

• 모든 투표 용지는, 투표 완료, 훼손 및 미사용 비축용 투표 용지를 포함하여, 투표 용지 
보관 시설로 사용되는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각 시설은 침입 경보기 및 
비디오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VRE 직원이 2명 이상 자리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절대로 투표 용지를 보안 구역 
외 장소에 둘 수 없습니다 

• 손실되거나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투표 용지가 있는 경우, 즉시 유권자 등록 담당 
사무관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 지정된 투표소 위치로/에서 운송되는 투표지는 국무 장관 회수 규정에 따라 철저히 
보안되어 운송됩니다. 

• 비축용 투표 용지는 국무 장관 인쇄 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일지에 기록하고, 모든 
투표 용지는 유세 기간 소재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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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센터 
• 투표 센터에서 인명 피해의 위험과 같은 비상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911 콜 센터에 
연락하여 관련 기관에 즉시 사건 사고를 신고해야 합니다. 

• 상황에 따라 시기 적절하게, VRE는 비상 사태를 보고 받고, 비상 사태에 대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 VRE는 비상 사태로 영향을 받는 투표 센터를 대체할 수 있는 투표 
장소를 개장하여, 투표가 최대한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모든 조치, 특히 주 전체 선거 또는 주 정부 사무소와 관련된 선거는, 주 정부 선거 
부서, 카운티 행정관 및/ 또는 감독 이사회 및 VRE의 미디어 담당관을 포함한 기타 
적절한 권한을 가진 사무관을 통해 조정되어야 합니다. 

 
선거 관리 사무소 

• 인명 피해의 위험과 같은 비상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911 콜 센터에 연락하여 관련 
기관에 즉시 사건 사고를 신고해야 합니다. 

• 다른 비상 사태나 비상 사태는 유권자 등록 담당 사무관, 안전 담당 사무관 및 해당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이라 할지라도, 대피 명령이 내려지면, 모든 인원은 즉시 
대피하고 지정된 집결 장소로 보고해야 합니다. 

 
선거 당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만약의 사태”를 파악한 다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거 당일에 폭탄이 설치된 투표 센터가 
있다는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투표 기간 중 선거 당일 또는 그 직전에 투표 센터 한 곳을 이전해야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비상 사태 대책 및 조치 절차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모든 투표 진행을 즉시 종료합니다. 
• 최대한 빠르게 시설에서 대피합니다. 
• 투표 대기 인원들에게 투표 용지를 배부하지 않습니다. 
• 투표를 완료한 유권자는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제출해야 합니다. 
• 표시를 하지 않은 투표 용지는 투표 센터에서 선거 관리 담당관이 회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투표소에 있는 인원은 최대한 빨리 투표를 완료하도록 당부해야 합니다 
• 선거 관리 위원은 비상 사태를 선언하기 전에, 투표를 완료한 투표 용지를 모두 일반 
절차에 따라 봉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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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관리 위원은, 대피를 해야 하는 경우, 가능한 한, 우편 투표 용지, 임시 투표 용지, 
투표 인원 확인 노트북 및 비축용 미 투표 용지가 삽입되어 있는 투표 용지 즉석 
프린터를 포함하여, 투표함에서 투표를 완료한 투표 용지를 모두 회수해야 합니다. 

•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들은 선거 관리 사무소, 기술 지원 팀 또는 법 집행 기관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 이러한 지시에는 완전한 시설 대피 및 인근 지역에 임시 투표 센터를 개장하는 것과, 
유권자들에게 변경된 투표소 위치를 알리는 방향 표지판 (설치가 가능한 경우)을 
포함합니다. 

 
직원, 선거 관리 위원들 및 유권자들의 안전이 항상 최우선 순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선거 
관련 근로자들에게도 그들의 안전이 항상 최우선임을 강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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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장비 조작을 시도하는 개인에 대한 조치 
해당 개인을 즉시 투표 센터에서 퇴출하고, 가능하다면, 구류하십시오.  다른 선거 관리 
위원이 선거구 운영 콜 센터에 연락하여 상황을 통보하도록 하십시오.  VRE 직원은 카운티 
경찰서에 연락하여 조작된 장비를 새로운 투표 장비로 교체합니다. 투표 대기 유권자들은 
새로운 장비가 도착할 때까지 투표 용지를 예비 투표 용지함에 넣어 두도록 하십시오 
 
비상 사태로 인하여 투표 기간 동안 투표 센터가 선거 사무소에 연락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조치 
VRE 사무소가 투표 기간 동안 연락이 두절되는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전화 서비스 망 
불통, 강제 긴급 대피 상황 등), 선거 관리 위원은 선거구 운영 센터 직원의 휴대 전화를 
사용합니다.  VRE 사무소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비상 사태는 유권자 등록 담당 
사무관, 시설 책임자 및 미디어 담당 사무관은 통보되며, 카운티 사무국 및 미디어는 
협력하여 상황을 대중에게 알리고 비상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선거당일 야간 보안 

• 카운티 경찰은 신변 보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VRE 사무소와 선거 당일 야간 
인원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 해당 건물 주변 주차가 전면 통제됩니다. 
• 모든 직원들과 미디어 및 선거 야간 근로자는 반드시 ID를 항시 착용해야 합니다. 
• 핵심 VRE 직원들은 선거당일 밤에 휴대 전화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 카운티 경찰관 또는 도시 정책 보호 서비스는 필요에 따라 부지 외 수령 센터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 VRE 사무소를 운영하는 동안은 접근이 제한됩니다 
• VRE는 DTECH와 협력하여 해당 시설과 주변 지역 검열을 실시하여 모든 무선 
활동을 감지합니다.  이러한 검열은 일회성으로 실시되거나 선거 당일 밤 내내 반복될 
수 있습니다. 

• DTECH는 모든 컴퓨터 또는 전화 관련 문제 또는 비상 사태를 지원하기 위해 비상 
대기 근무를 해야 합니다. 

• 미디어는 도착과 동시에 모든 무선 장치를 보고하도록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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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투표 
 

선거 보호를 위한 보안 대책 
 

건물 대피가 필요한 비상 사태의 경우, 다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우편 투표 관리자는 모든 우편 투표 담당 직원을 파악하고, 모든 이용객들이 프론트 로비에서 
대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화재/ 홍수 발생 시, 또는 발생 이후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 필요한 경우, 창고에서 투표 용지를 덮을 수 있는 방수포를 가져 옵니다. 
• 투표를 완료한 투표 용지를 안전한 장소로 옮기거나 방수포로 덮습니다. 
•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화재와 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표 용지를 
방수포로 덮습니다. 

• 필요한 경우 PC 및 중장비(편지 봉투 개봉기, 프린터 등)를 덮습니다. 
 

대피 또는 건물 파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우편 투표 관리자는 
선거 비품을 재생산하거나 재주문하기 위해 연락을 해야 하는 공급 계약 업체 목록을 사무소 
외부의 장소에 보관합니다. 

 
공급 계약 업체 정보 - 담당자 업체 명 및 전화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Burks Printing – VBM 봉투  (916) 344-0652 
Democracy Live – RAVBM 시스템 (장애인 & 제복 및 재외국민부재자투표)  (425) 363-3033 
Dominion Voting Systems – 투표 센터 & 집계 장비         (720) 257-5209 x9240 
Merrill Printers – 유권자 정보 안내서 (714) 690-2294 
Runbeck Election Services – 투표 용지 및 우편 서비스 (602) 23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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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시스템 및 기술 
 
비상 사태 발생 시, 다음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투표 시스템 및 기술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투표 시스템 및 기술 관리 직원을 파악합니다. 
 
사전에 지정된 직원들이 밀봉 번호가 매겨진 백업 컨테이너를 안전하게 보관할 책임이 
있습니다.  밀봉된 백업 컨테이너를 현재 선거 데이터가 있는 서버실에서 회수하여 즉시 그룹 
대피 장소로 이동합니다.  선거 자료는 선거 과정을 통해 저장 및 업데이트됩니다.  백업 
컨테이너에는 현 정책 및 절차 지침에 명시된 바에 따라 다음의 자료를 포함합니다: 

 
• 다음과 같은 데이터 및 응용 프로그램을 저장한 USB 외장 하드 드라이브: 

o 투표 시스템 응용 프로그램 
o 현 선거 데이터 (투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o 선거 투표 용지 PDF 파일 
o 유권자 정보 안내서 신청서 
o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 
o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 PDF 파일 

• ImageCast(이미지캐스트) 중앙 스캐너에 설치할 선거 출력 이미지를 저장한 USB 
외장 하드 드라이브 1 개 

• 서버 1개 
• 선거 관리 시스템(EMS) 클라이언트 워크 스테이션 1대 
• 투표 시스템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 2 대 
• 네트워크 스위치 1대 
• VRE 시설 복귀 시, 모든 VST 직원은 VST 입방체 구역에 집합하여 씨-큐어 시스템, 
서버실 및 투표 용지 집계실의 최종 그룹 검열을 실시합니다. 

• 두 명의 전담 직원을 배정하여, VRE 부서 직원을 도와 잠재적인 컴퓨터 관련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1. 정전 시 다음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투표 시스템 및 기술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모든 투표 시스템 및 기술 직원을 파악합니다. 
• 비 선거 상황에서는 직원 한 명을 투표 집계실에 배정하고, 선거가 진행 중일 때는, 두 
명을 집계실에 배정합니다. 

• 서버실을 점검하는 전담 직원을 배정합니다. 
• 씨-큐어 시스템을 점검하는 전담 직원을 배정합니다. 
• 담당 업무 전담 직원은 VST 관리자에게 발급받은 휴대 전화를 이용하여, 최초 점검 시 
상태 및 이후 15 분마다 점검 상태를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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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이 복구되고 나면, 각 담당 업무 전담 직원은 각자의 책임 구역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 각 직원이 전담 구역의 최종 점검을 실시하고, VST 관리자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 건물에서 대피하는 경우 – 1번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두 명의 전담 직원을 배정하여, VRE 부서 직원을 도와 잠재적인 컴퓨터 관련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2. 정전 발생 시, VST 구역에 발전기로 전력이 공급되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투표 시스템 및 기술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모든 투표 시스템 및 기술 직원을 파악합니다. 
• 비 선거 상황에서는 직원 한 명을 투표 집계실에 배정하고, 선거가 진행 중일 때는, 두 
명을 집계실에 배정합니다. 

• 씨-큐어 시스템을 점검하는 전담 직원을 배정합니다. 
• 담당 업무 전담 직원들은 각자 맡은 구역에 전원이 공급되고 있고, 각 구역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상황을 소통해야 합니다. 

• 담당 업무 전담 직원은 VST 관리자에게 발급받은 휴대 전화를 이용하여, 최초 점검 시 
상태 및 이후 15 분마다 점검 상태를 보고해야 합니다. 

• 전원이 복구되고 나면, 각 담당 업무 전담 직원은 각자의 책임 구역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 두 명의 전담 직원을 배정하여, VRE 부서 직원을 도와 잠재적인 컴퓨터 관련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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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활동 서비스 
 
예상치 못한 비상 사태 나 재난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본 사무소에서 대피해야 하고 
복귀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다른 장소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거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사무소 외부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능의 항목 개요를 작성하고 지명 절차를 완수할 것입니다. 

 
건물에서 대피해야 한다는 알림을 통보 받으면, 대피 시, 시간과 개인의 안전이 허용되는 
경우, 다음 목록을 회수해야 합니다: 

 금고와 영수증  
 CFMR001(후보자 증명 목록) 사본 (전면 카운터의 빨간색 바인더 보관)  
 후보자 파일/ 폴더 (서류철 중에 감독자의 칸막이 옆 파일 카트에 보관) 
 비상 바인더에 보관되어 있는 CD 파일에 저장된 후보자 안내서, 지명 양식, 선출 
임원 색인, 그리고 선거/ 선거 일정 달력. (시 정부 파일 카트에 보관) 

 비상 대책 폴더 (관리자 사무실에 보관) 
 선거 폴더 (관리자 칸막이 옆 시 정부 파일 카트에 보관) 
 VST가 수령한 항목이 포함된 증명장부 (관리자 칸막이 뒤, 3 단 파일함에 보관) 
 장소 기록 일지 장부(Lieu Log Book)에 보관된 청원서 (입방체 칸 129E에 
연결된 카운터에 보관) 

 장소/ 지명 서명 클립 보드에 보관된 청원서, 서명 확인/ 완료 철제 바구니 2개 
(VBM/ 선거 활동 서비스 카운터 보관) 

 파일 스탬프 및 시간 시계 (전면 카운터에 보관) 
 카운티 인장 직인 및 유권자 등록 담당 사무관 직인 (카운터 오른쪽 상단 서랍에 
보관) 

 
상기 문서와 파일은 PC를 통해 DFM 접속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직원이 다른 장소에서 
후보자 지명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무소는 후보자를 조건부로 분류 
보관하며, 파일 보관 시, 선거 출마 자격이 없는 경우 (선거구 외 거주 등) 전화를 드린다고 
안내합니다. 온라인 상 (DFM)으로 연결되고 나면, 문서를 인쇄하고 후보자를 시스템에 입력 
할 수 있으며, 사무소는 며칠 만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재개 할 수 있습니다.   
 
E-83위치부터 시작하여 직원은 상기 항목으로 비상 사태 바인더를 생성합니다.  이 바인더는 
시 정부 파일 카트에 보관됩니다.  
 
사고 발생 시, 개인의 안전이 허용되는 경우, 다른 항목 정보도 수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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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지역 공동체 지원 활동 
 
건물에서 대피를 해야 하는 비상 사태의 경우, 다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등록 및 지역 공동체 지원 활동 관리자는 모든 등록 및 지역 공동체 지원 활동 직원을 
파악하고 건물에서 대피하도록 합니다. 

 
화재/ 홍수 발생 시, 또는 발생 이후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 방수포 또는 두꺼운 플라스틱으로 컴퓨터를 덮습니다. 
• 선거 관리 데이터베이스에 스캔 및 입력되지 않은 가장 최근의 등록 진술서를 
덮습니다. 

• 사무소에 접수되어 있는, 인증이 필요한 모든 청원서를 덮습니다. 
• 지역 공동체 지원 활동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비디오 장비, IPad 및 검정색 
비품 가방을 한 데 모읍니다. 

• 지역 공동체 지원 활동 감독자 및 관리자는 비상 사태를 대비하여 거주지에 지역 
공동체 지원 활동 이벤트 용 검정색 비품 가방을 보관합니다. 

• 기타 품목들도, 개인의 안전이 허용되는 경우, 사고 발생시 한 데 모아 덮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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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운영 
 
선거 당일 또는 투표 기간 전에 화재, 폭탄 감지, 홍수 등으로 건물에서 대피해야 하는 비상 
사태 발생 시, 다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1. 모든 직원 (정규직 및 임시직)은 즉시 건물에서 나와 지정된 집결지 (Burlington Building 

(벌링튼 건물) – North Sidewalk(노쓰 사이드워크)에서 보고해야 합니다. 
2.  다음의 품목들을, 시간과 개인의 안전이 허용되는 경우, 중요한 순서대로, 건물에서 
철수하기 전에 회수해야 합니다: 
• 랜야드에 달려 있는 썸드라이브* 소화기 / 팩스 기계와 가장 가까운 파일함에 보관되어 
있으며, 다음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장비 납품 및 투표함/ 운송 계약 업체 연락처 정보 
 재고 목록 (창고 기자재 품목 목록, 가장서 최신 기록)  
 기록 보관소 목록 (창고 기자재 품목 목록, 가장서 최신 기록) 
 전체 투표 센터 및 투표소 위치 목록 및 연락처 정보 
 썸드라이브 E-15 및 E-5에 위치한 가장 최근 저장된 전체 선거 관리 임원 목록 
최신 저장 

 보관 장소에 있는 태블릿 (또는 노트북) 
 인터넷/ EIMS 액세스를 위한 태블릿 저장 공간의 Verizon(버라이존)“핫스팟”에어 
카드 
 

* 썸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보고서/ 정보가 다가오는 선거와 관련이 있는 가장 최근 
정보인지 확인하는 것은 선거 관리자의 책임입니다. 

 
3. 집결지로 안전하게 대피하고 나면, 선거구 운영관리자 또는 감독자는  
썸드라이브를 태블릿 또는 노트북에 옮겨 저장합니다. 

 
4. 선거구 운영관리자는 VST 및 소속 기술 지원 팀과 함께 직원들이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투표 센터 검열관 명단을 배분합니다.  검열관에게 다음 정보가 전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o 선거구 운영 관리자의 휴대 전화 번호: (916) 704-5431 
 투표 용지 그리고/ 또는 장비를 반납할 수 있는 대체 투표소 장소 위치 
 투표 센터 지원 요청이 가능한 대체 전화 번호(들) 
 

기술 지원 팀이나 사무소 직원의 별다른 지시가 없는 한, 선거 관리 위원은 선거 관리 위원 
안내서의 지침을 따릅니다. 

 
비 선거 특정 대피는 인터넷 및 EIMS 액세스에 필요한 태블릿 및 버라이존 에어 카드를 
구매해야 합니다.  선거구 운영 관리자는 VPN 원격 액세스 권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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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구역 
 

플로린 스테이션 대피: 건물에서 대피를 해야 하는 비상 사태의 경우, 다음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1. 지정된 집결 장소를 전 직원에게 알리십시오 (Burlington Building(벌링턴 빌딩) – North 

Sidewalk(노쓰 사이드워크)) 
 

2. 창고 관리자는 임시 직원이 사용한 출입 기록 일지를 회수하고, 선거구 운영 관리자를 
도와 당일 건물에 있었던 모든 직원 정보를 파악합니다. 

 
3. 시간과 안전이 허용되는 경우, 창고 관리자는 다음의 활동을 감독합니다: 

 
• 건물에 있는 지게차 및 팔레트 잭을 안전한 장소로 옮깁니다. 
• 중요도 순서대로, 회수해야 하는 선거 자료 및 문서 목록을 작성합니다: 
o 공식 투표 용지  
o 투표 완료한 투표 용지 
o 명부  
o 파란색 파일들 
o 역사적 기록 
o 직원 기록 
o 회계 기록 
o 워터 마크 용지 (Mello Roos용 SOS) 

 
플로린 스테이션 시설의 소실: 플로린 스테이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비상 사태 발생 시, 
선거 절차 처리 및 회수 업무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Sears(시어스) 주차장, 플로린 로드와 65번 가 위치 
• DHHS 주차장, 7001이스트 파크웨이 위치 
• North Corporation Yard(노쓰 코퍼레이션 야드), 5026 돈 훌리오 대로 위치 

 
다른 장소를 확보할 때마다, 해당 장소는 다음과 같은 선거 자료를 수령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공식 투표 용지 

o 우편 투표 및 임시 투표 용지를 포함한 투표를 완료한 투표 용지를 운송 차량이 
배달합니다. 

o 비축용 미 투표 용지  
o 추가 선거 비품 및 장비 

 
대체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 동안: 

• 카운티 경찰서 보안 부서와 협력 
• 플로린 스테이션 장비 반납 처리 작업에 필요한 추가 트레일러 2대를 포함하여 운송 
업무를 맡고 있는 장비 배송 계약 업체와 협력 

• 선거 장비 수거 일정 재조정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배송 업체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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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장비 (팔레트, 바구니, 카트, 팔레트 잭, 지게차, 빅 보이스, 쇼핑 카트 및 우편 
케이지)가없는 경우, 모든 선거 비품 및 장비는 직접 운반됩니다. 

 
부지 외 장비 보관:  논리 및 정확도(Logic and Accuracy) 검사를 완료한 후, VST는 
ImageCast(이미지캐스트) 중앙 집계기 1 대, 서버 1 대 및 EMS 클라이언트 워크 스테이션 
1대를 배송하여 새크라멘토 카운티 비상 대책 서비스 사무소 (Sacramento County 
Emergency Services Office)에 안전하게 저장할 것입니다. 유세 기간이 종료되면 보관한 
장비를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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