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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000명의 유권자, 지연된 선거 투표 용지 수령 예정 

소프트웨어 오류로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일부 면허 정보 전달 실패 
 

 
 

올림피아 — 이번 주 약 7,000명의 유권자가 2월 특별 선거를 위한 투표용지를 1종 우편을 통해 받게 

됩니다. 이는 Department of Licensing의 운전면허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상 소프트웨어 오류로 워싱턴 주 

Motor Voter(운전면허자 선거인등록) 법 규정 하에 Office of the Secretary of State(OSOS, 국무장관청)의 

Voter Registration Division(유권자 등록부)으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한 이유입니다.   

 

OSOS와 DOL 모두 유권자들이 2월 특별 선거에 맞춰 투표용지를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해 왔습니다. 

1월 말에 데이터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OSOS와 협력하며 DOL Information Services(정보 서비스) 팀은 

일부 유권자가 주소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이름을 변경하고, 신규 운전면허 번호를 부여받았을 때, DOL 

시스템상에 해당 변동사항이 반영되었지만 OSOS 시스템상에는 전달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류가 확인된 후 DOL 팀은 1월 26일 주말 동안 30년 된 운전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수정안을 개발 

및 테스트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수정은 1월 30일 저녁에 공개되었습니다. 

 

DOL과 OSOS가 두 시스템의 유권자 정보를 일치시키기 위해 협력했으며, 영향을 받는 유권자의 수가 주 

전역에 걸쳐 6,969명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유권자들은 2018년 2월 선거를 위해 이번 주 

투표용지를 수령하도록 특별 처리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안을 조속히 확인 및 해결하고자 Office of the Secretary of State와 긴밀히 

협력했습니다.”라고 DOL 국장 Pat Kohler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완전함과 정확함을 보장하고자 매일 국무장관에게 전달되는 유권자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새로운 통제 절차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오류로 올 9월에 예정된 수십 년 된 운전면허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교체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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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은 이러한 상황에서 OSOS의 협력과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고 

Kohler 국장은 말했습니다. DOL은 또한 카운티 감사관에게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영향을 받은 유권자의 

투표용지 우편비를 상환할 것입니다.  

 

유권자는 주소, 이름 및 등록 정보를 http://myvote.wa.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현황에 관한 

문의 사항이나 우려 사항은 카운티 감사관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감사관 전체 목록은 

https://www.sos.wa.gov/elections/viewauditors.asp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사항: 

Department of Licensing과 Office of the Secretary of State는 이 사안에 대한 추가 논의 및 질의에 

응답하고자 오늘 오후 2시 30분에 공동 기자단 브리핑 전화 통화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언론은 (360) 407-

3815번으로 전화해 컨퍼런스 식별 번호 56650#를 입력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통화에는 Department 

of Licensing의 Pat Kohler 국장과 워싱턴 주 선거 국장 Lori Augino가 참여합니다.  

 
 
 

#  #  # 
Department of Licensing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dol.wa.gov를 방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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