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4월 21일 목요일

올해 예비선거(6월 7일)가 한달

여앞으로다가왔다

다음은NBC뉴스가20일예비

선거 주요 일정을 날짜별로 정리

한내용

◇4월 28일~5월 17일= 각카

운티 선거관리 사무소가 유권자

들에게 선거 책자를 우편으로 발

송한다.이책자에는후보자정보,

투표 방법, 투표소 안내 등의 내

용이담겨있다. 유권자등록시주

요언어로 ‘한국어’를선택했다면

한국어로된안내서를받게된다.

◇5월 9일= 이날부터 우편

투표용지(ballot)를받게된다.

조기투표소도 개설된다. 유권자

등록이 돼있는 주민이라면 누구

나 각 지역 선거관리 사무소에

우편 투표 용지를 요청할 수 있

다. 유권자 등록 여부는 가주 총

무처웹사이트(https://voter�

status.sos.ca.gov)를 통해 확

인이가능하다.

◇5월 10일= 지역마다 설치

된 우편 투표함에 기표를 마친

우편 투표 용지를 넣을 수 있다.

거주지 인근의 우편 투표 용지

반납 장소는 웹사이트(https://

caearlyvoting.sos.ca.gov/)

를통해찾아볼 수있다. 거주지

역카운티또는집코드를입력하

면 가장 가까이 있는 우편 투표

함검색이가능하다.

◇5월 23일= 유권자 등록 마

지막 날이다. 만약 유권자 등록을

한 적이 없어 투표자격이 없는 주

민은 이날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

다. 유권자 등록 역시 웹사이트

(https://registertovote.ca.

gov)를통해간단하게할수있다.

◇5월 24일= 유권자 등록 마

지막날인23일을놓쳤다고해서

투표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가주에서는 조건부 유권자 등록

(CVS)이 가능하다. 이날부터

조건부 유권자 등록이 시작되는

데 이를 신청하면 선거 당일 잠

정투표를할수있다.

쉽게말하면선거관리사무소

에 유권자 등록 마감 시한 연장

을 요청하는 제도다. 거주 지역

선거관리사무소에연락해서한

국어통역을요청하면도움을받

을수있다.

◇5월 28일= 가주에는 유권

자 선택법(VCA)이란 게 있다.

유권자가거주지관할카운티어

느 곳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는 법이다. 이를

위해이날부터카운티전역에걸

쳐 동작 감지 카메라, 다중잠금

잠치 등의 보안 시스템을 갖춘

투표센터가개설된다. 유권자는

이 투표 센터를 통해 바로 투표

에참여할수있다.

단, LA카운티, 오렌지카운티,

리버사이드카운티, 벤추라 카운

티 등 7개 카운티에서만 시행되

고있다.

◇6월7일=선거날이다.각지

역 투표소는 이날 오전 7시~오

후 8시까지 문을 연다. 만약 투

표소 앞에 줄을 서고 있다가 오

후 8시가 넘어가더라도 개표소

직원안내에따라투표에참여할

수있다.

◇6월 14일=선거 관리인이

우편투표용지를전달받는마지

막 날이다. 단, 우편으로 반환되

는 모든 투표지는 선거일 또는

그 이전 날짜의 우체국 소인이

찍혀있어야한다. 장열기자

지난주 LA에서 총격 피해자가

34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피해자중 3분의 2는특

정 지역 거주민으로 LA경찰국

은갱단간세력다툼이벌이지는

것으로보고있다.

19일 LA경찰국(LAPD)에

따르면 지난주 총격사건의 피해

시민은 34명으로집계됐다. 마이

클무어국장은 77번가와사우스

이스턴 두 경찰서 관할지역 총격

피해자만 23명이나 됐다고 밝힌

뒤, “작은구역에서너무많은피

해자가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문

제의한주였다”고우려했다.

LAPD는 지난주 총격은 대부

분거리폭력사건과정에서발생

했다고 전했다. 무어 국장은 라

이벌 갱단끼리 세력다툼으로 인

한총격을한원인으로꼽았다.

특정 지역에서 총격사건이 동

시다발 발생하자 LAPD와 LA

시장실은 순찰강화 대응책을 내

놨다. 김형재기자

3종합

예비선거유권자등록마감5월23일
날짜별주요일정

5월 9일부터조기투표가능

6월7일오후8시까지투표

LA한인회다음달에

우크라이나재방문

LA한인회가 다시 한번 기금전

달을위해우크라이나국경지역

을방문한다.

제임스 안 LA한인회장은 지난

18일 “현지에 가보니 이들에게 남

가주 한인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인들의 지원이

많은 만큼 조만간 다시 방문해 한

인후손들을찾아추가지원금을전

달하고올계획”이라고설명했다.

안회장에따르면재방문시기

는 5월 중순쯤으로, 이번에는 몰

도바외에가능한루마니아나체

코 등 인근 지역까지 방문해 현

지상황을확인하고필요한한인

후손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주고

온다는계획이다.

이외에도LA한인회는현지에

의류와 생필품이 부족하다는 요

청을 받아 관련 물품도 조만간

발송할예정이다.

한편 LA한인회에 따르면 19

일 오후 3시까지 접수된 기부금

은총7만3545달러다.
장연화기자

지난주34명총격피해최악의한주

갱단세력다툼큰원인

에어비앤비숙소까지미행

베벌리힐스서또무장강도

베벌리힐스지역에서 미행강도

사건이또발생했다.

LA경찰국(LAPD)에 따르면

피해자들은20일새벽음식점을나

와 숙소로 가는 도중 남성 4명이

미행하는걸눈치채고 따돌렸다.

하지만숙소에도착해차에서내

리는 순간, 남성 3명이 권총을 겨

누었다. 강도단은 일행을 위협해

숙소 안으로 들어가 가방과 현금

등약7만5000달러상당의금품을

강탈해달아났다. 김예진기자

4월28일~5월17일
선거정보관련책자
우편발송

5월9일 우편투표용지발송

5월10일
지역별우편투표함
설치

5월23일 유권자등록마감일

5월28일 투표센터개설

6월7일 예비선거일

◇예비선거주요일정

버라이즌일시먹통사태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여동안 LA를비롯한전국주요

지역에서 버라이즌 이동통신망

장애로 일부 이용자들이 휴대폰

먹통사태등불편을겪었다.

일부 이용자들은 휴대폰 전원

을 껐다 켜는 방법으로 통화에

성공하기도 했다. 버라이즌 측

은정확한사고원인을밝히지않

았다
장수아기자

올림픽경찰서장환영행사
LA경찰국(LAPD) 올림픽 경찰서의

애런 폰세(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신임 서장 환영 리셉션이 20일 JJ그

랜드호텔에서 열렸다 LAPD 27년

근무경력의폰세서장은 LAPD 사우

스 센트럴 밸리 지부 등을 거쳐 사

우스트래픽디비전에서도근무한 바

있다 이날행사에는리처드김 LA시

검사장후보(앞줄맨오른쪽) 릭카루

소 LA시장 후보(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윌리엄브래튼 전 LAPD 국장

(앞줄 오른쪽에서네번째) 등도 참석

했다 김상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