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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ala D. Harris | 민주당
본인은 지금이 보다 많은 California주 시민들과 미국인들을 위해 기회의 사다리를 수리할 때라고 
여겨 미 상원위원에 출마했습니다. 평생 동안 검사인 본인은 항상 한 명의 고객을 위해 일했습니다. 
바로 California주 시민들입니다. 본인은 San Francisco와 California주 검찰 총장로서 시민들의 이해 
관계를 대변하고 우리 정당이 큰 승리를 이끌어 낸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본인은 국경을 초월한 범죄 조직과 여성과 어린이를 착취해 이익을 얻고 있는 악덕 밀매업자를 
비롯한 폭군들의 사건을 맡았습니다. 본인은 오염 유발자들과 대기업 정유 회사를 기소하고 거대한 
Wall Street 은행들의 사건을 맡았으며 시민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국가의 너무 가혹한 반압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다방면에 걸쳐 노력했습니다. 본인은 California의 미 상원위원으로서 사람들을 
위해 힘든 싸움을 계속하고 워싱턴의 만연한 교통 정체를 해소시킬 것입니다. 또한 허물어지고 있는 
수급 및 교통 체계를 수리하는 데 사용할 연방 자금을 유치하여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본인은 더 나은 학교를 만들고 모든 자녀들이 탁아소와 저렴한 보육 
체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학생 융자 채무로 상처받은 대학 졸업생을 두고 있는 
저는 재융자와 모든 학생들이 훨씬 여유롭게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개혁을 위해 싸워나갈 
것입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와 가정으로 돌아올 때 필요한 직업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재향군인들의 입장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해안을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 맞서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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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의회에서 California 주의 이익을 대표할 두 명의 상원의원 중 

한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 새 연방법을 발의 및 투표합니다.

• 미 연방 판사, 미국 대법원판사 및 대통령이 임명하는 많은 민간 및 

군 고위직을 인준하기 위한 투표에 참여합니다.

Loretta L. Sanchez | 민주당
California는 실적을 견인하고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전반적인 경제, 교육 및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증된 리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다음 미 상원위원은 매우 심도 있는 법적 및 국가 
보안 분야의 경험을 갖추어야 하고 근로자들과 삶의 경험을 공유해야 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본인이 이러한 일에 가장 적합한 후보자입니다. 제 부모는 일곱 명의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고군분투한 열심히 일하는 이민자입니다. 저는 정부와 조합 보조금의 도움을 받아 대학을 다녔으며 
Anaheim 로터리 클럽으로부터 MBA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제 부모님은 매우 열심히 일하시고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미국 역사에서 의회에 두 명의 딸을 보낸 유일한 분들입니다. 이는 제가 
교육, 저렴한 대학 등록금, 의료 서비스 개혁, 이민 개혁, 성적 평등, LGBT 권리, 최저 임금 인상 및 
환경 보호를 위해 20년 동안 의회에서 열정적으로 싸운 이유입니다. 저는 또한 다음과 같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독립적인 판단과 용기를 입증했습니다. 저는 소위 애국자법이라 부르는 Iraq 전쟁과 
월스트리트 긴급구제에 반대했습니다. 군사위원회와 국토안보 위원회의 수석 위원인 저는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훈련을 받고 장비를 갖추도록 보장하고 군인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도왔습니다. 저는 국제 및 자국 내 테러로부터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필요한 국가 안보 경험을 
가진 유일한 후보입니다. 저는 상원위원으로서 모든 California 시민들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함께한다면 보다 강력하고 보다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표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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