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e the Vote
동영상 한국어 대본

시간

음성 언어

화면

00:00-00:04

Secure the Vot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Secure the Vote 로고가나타납니다.

00:05-00:19

간단하고 안전한 새로운 투표 절차를
시작해봐요. 지정된 선거구역에 들어가면
선거 사무원이 맞이할 것입니다. 정부 발행
사진 신분증을 선거 사무원에게 제출하면
이를 선거 패드에 스캔합니다.

투표장에서 여성 유권자가 책상에 앉아있는
여성 선거 사무원을 향해서 걸어옵니다.
유권자가 선거 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출하면 그녀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선거
패드에 스캔합니다.

00:23-00:30

선거 패드에서 당신의 정보를 확인하고,
당신은 정보를 승인하는 의미로 스타일러스
펜으로 이름을 서명합니다.

유권자는 스타일러스 펜을 이용하여 선거
패드에 서명합니다.

00.37-00:40

선거 사무원은 당신에게 신분증을
돌려줍니다.

선거 사무원은 유권자에게 신분증을
돌려줍니다.

00.44-00:51

선거 사무원이 당신 정보를 승인한 다음,
당신은 유권자 카드를 받습니다. 이제 투표를
할 수 있어요!

선거 사무원은 유권자에게 투표 카드를
줍니다.

00.54-01:18

선거 사무원은 당신을 개인 비밀이 보장되는
기표소에 있는 터치스크린과 프린터로
안내합니다. 투표를 시작하려면 투표 카드의
화살표를 위쪽 방향으로 하여 터치스크린
아래에 삽입하십시오. 투표를 하는 동안
터치스크린의 우측 하단에서 당신을 안내할
것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선택하세요.
투표가 끝나면 선택 내용을 확인하세요.
터치스크린의 인쇄(print)를 누르면 당신의
투표 스테이션 안에서 투표용지가 인쇄되어
나옵니다.

기표소와, 이곳의 대형 터치스크린과 그
우측의 프린터와 함께 보입니다. 대형 판지
펼침막이 기표소를 둘러싸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투표인이 투표
카드를 터치스크린 아래에 삽입합니다.
터치스크린에 투표용지가 나타납니다.
투표인은 검지 손가락을 이용하여 화면에서
선택합니다. 투표가 끝나면 유권자는 선택
내용을 검토한 다음 화면의 인쇄 버튼을
선택합니다.

01:21-01:29

잠시 동안 인쇄된 투표용지를 검토하세요.
투표 카드를 빼내서 투표장 스캐너로
걸어가십시오.

투표용지가 프린터에서 출력됩니다.
투표자는 인쇄된 투표용지를 프린터에서
꺼낸 다음 확인합니다. 투표자는 투표 카드를
터치스크린에서 꺼내서 스캐너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01:30-01:53

투표 사무원이 밀봉된 스캐너 가까이 서서
필요할 경우 도와드립니다. 스캐너에 있는
화면에서 투표용지 넣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투표가 되었습니다! 투표자 카드를 회수하고
투표자 스티커를 받으세요. 이 스티커를
당당하게 부착함으로써 당신의 투표가
안전하게 이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단계라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선거 사무원이
투표 과정 전반에 걸쳐서 친절하게 안내할
것입니다.

별도로 설치된 대형 스캐너의 옆 모습이
보입니다. 스캐너의 위 부분이 확대되어
나타납니다. 스캐너 상단 우측의 화면에
"시스템이 준비되었습니다"라고 가리키고,
지시 화살표 그림이 나타나면서 종이
투표용지를 삽입하도록 하고, 투표인은
투표용지를 스캐너에 넣습니다. 화면에 "투표
진행 중, 기다려주세요"와 "투표가
성공적으로 이뤄졌습니다"라고 나타납니다.
녹색 옷을 입은 여성 투표인이 웃으면서
등장하고 그의 왼쪽 가슴에는 투표인
스티커가 부착되었습니다. 주 국무부 로고가
나타납니다.

대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