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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명서는 무작위 알파벳 순서로 정렬되었습니다. 
본 페이지의 성명서는 후보자가 제공한 것으로 그 정확성을 검증한 것은 아닙니다. 

각 성명서는 후보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했으며, 후보자 자비로 인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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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NNE FEINSTEIN  1801 Avenue of the Stars, Suite 829 (310) 203-1012
정당 선호도:  Los Angeles, CA 90067 www.diannefeinstein2012.com 

민주당

지금은 우리 주와 국가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비록 회복 초기 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미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경기 침체로부터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는 전세계의 심각한 경제적 과제와 국가 안보에 
관련된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는 이런 도전 과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검증된 리더쉽을 가진 미국 상원 의원이 필요합니다. 저의 가장 중요시 여기는 문제는 캘리포니아 주와 국가의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급여세 삭감, 주택 담보 대출이 있는 주택 소유자를 지원하고 주내 빈번한 
압류를 종식시키기 위한 재융자 제도, 직업 창출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인프라, 교사 및 응급 구호자의 급여 
지원, 실업 상태인 전문가와 장기간 실직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의 세금 공제 등과 같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법안을 지지합니다. 또한 고령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회 안전 및 의료 프로그램을 보장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가 의장을 맡고 있는 상원 정보 위원회는 당파를 벗어난 공명 정대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 안보를 보장하고, 테러리스트 활동을 저지하며, 16개 정보 기관에 대한 중요한 관리 
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사위원회 구성원으로서 모든 시민의 시민권을 보호하는데 빈틈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확고부동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를 위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노하우와 경험을 갖고 있고 그동안 많은 헌신을 해왔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미국 상원의원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지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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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에 있는 일부 인사를 바꾸지 않고는 워싱톤 주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의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체 상태가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실업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고, 일자리 
증가율은 더 낮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의 근면 성실한 주민들에게 더 적은 기회가 제공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최악의 실업률을 가진 미국 내 10대 도시 중 9군데가 우리 주에 있습니다. 지난 이십년간 캘리포니아의 미국 
상원 대표자는 동일했지만 우리의 문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상원의원이 매우 중요한 법안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소규모 기업이 높은 세금과 과중한 규제로 위협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의 센트럴밸리 농부들에게는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에서 최첨단 산업 분야의 고용을 
유지하려면 세제 개혁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주의 국가 안보 및 방위 산업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실패한 상태입니다. 이제 미국 상원에는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주부이자 세 아이의 엄마로서 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국가에서 해외가 
아닌 이곳 캘리포니아에 더 쉽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자신에게 맞는 교육 
및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지지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Emken2012.com을 참조해 
주십시오.

미국 상원의원:
•	 미국 의회에서 캘리포니아의 이익을 대변하는 두 명의 상원의원 중 한 명으로  일합니다.
•	 새로운 국가 법률에 대해 제안 및 투표합니다.
•	 연방법원 판사, 미국 대법원 판사 및  민간 및 군사 직책에 대한 여러 고위급 대통령 임명을 

확정하는 투표에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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