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확성 증명서

캘리포니아 주 총무처장관인 본인 Alex Padilla는 이 안내서에 

포함된 법안이 2016년 6월 7일에 주 전체에서 실시될 예비선거에서 

캘리포니아 주의 유권자들에게 제출되고, 이 안내서가 법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이에 증명합니다. 2016년 3월 14일에 

캘리포니아 주 새크라멘토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이 주의 대문장을 

날인합니다.

Alex Padilla, 총무처장관

캘리포니아 주 
대통령  
예비선거  
2016년 6월 7일  
화요일

  ★  ★  ★  ★  ★  ★  ★  ★ 공식 유권자 정보 안내서 ★  ★  ★  ★  ★  ★  ★  ★

투표소는 선거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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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캘리포니아 주민 여러분,

투표권보다 더 중요한 권리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투표를 통해서 미국, 주 및 지방의 
지도자들을 선출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확실히 표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통령 예비선거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민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유권자 안내서는 선거일에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서에는 공정한 분석, 투표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 입후보자의 성명서, 그리고 
다른 중요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이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이 안내서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안내서는 캘리포니아 주 총무처장관 웹사이트 www.voterguide.sos.ca.gov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셔서 이 안내서에 들어 있는 정보를 주의해서 읽고 선거일에 투표할 
준비를 해주십시오. 누가 각 선거운동에 대해 자금을 제공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면 
powersearch.sos.ca.gov에서 선거운동 자금 정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하는 방법 또는 유권자 등록을 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이 있으면 수신자 무료 
전화 1-866-575-1558를 사용하여 총무처장관실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카운티 선거관리 담당관의 연락처 정보를 입수하려면 총무처장관의 웹사이트  
www.sos.ca.gov/county-elections-offices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미래를 위해 선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 예비선거는 
6월 7일에 실시됩니다. 여러분의 투표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투표는 여러분의 
의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 주십시오. 투표하십시오!

총무처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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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입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총무처장관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 웹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www.voterguide.sos.ca.gov를 방문하십시오.

다음 사항에 대해 총무처장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캠페인 기부금과 로비 활동을 조사 

cal-access.sos.ca.gov 또는 
powersearch.sos.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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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os.ca.gov/elections/voting-california

• 선거일에 투표소가 폐장된 후 생방송으로 선거 결과 보기 
http://vote.sos.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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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권리가 거부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총무처장관의 비밀  

무료 유권자 핫라인 (866) 575-1558로 전화하십시오.

유권자의 권리
유권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1 
유권자가 등록 유권자인 경우 투표할 권리.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투표할 자격이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 18세 이상
• 현재 거주지에서 등록
• 중죄로 수감 또는 가석방 중이 아닌 사람

 2 
등록 유권자인 경우 명부에 이름이 
없더라도 투표할 권리. 유권자는 
잠정투표용지를 사용하여 투표합니다. 
선거관리 담당관이 투표할 자격이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유권자의 투표는 
집계됩니다.

 3 
투표소가 폐장되었을 때 여전히 줄을 서있는 
경우 투표할 권리.

 4 
비밀투표를 할 권리. 어떤 사람도 유권자를 
귀찮게 하거나 투표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5 
유권자가 실수를 한 경우 새 투표용지를 받을 
권리, 이미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선거관리 담당관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새 투표용지에 대해 질문, 또는 
우편투표용지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 사무소 또는 투표소에서 새 
투표용지로 교환, 또는 
잠정투표용지를 사용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원래 우편투표용지가 없는 경우.

 6 
투표할 때 도움을 받을 권리, 유권자가 
선택하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고용주 또는 노동조합 대표는 
제외.

 7 
작성한 우편투표용지를 투표소에 직접 
제출할 권리, 유권자 등록을 한 카운티의 
투표소에 제출.

 8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된 선거 자료를 
받을 권리, 해당 선거구에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충분히 많은 경우.

 9 
선거 절차에 대해 선거 관리 담당관에게 
질문할 권리, 선거 과정을 감시할 권리 
포함. 유권자가 질문하는 사람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없는 경우, 유권자를 
적합한 사람에게 보내어 답변을 제공해야 
합니다. 유권자가 방해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0 
불법적이거나 사기적인 선거 활동을 
신고할 권리, 선거관리 담당관 또는 
총무처장관실로 신고.
 웹사이트: www.sos.ca.gov
✆ 전화번호: (866) 575-1558
 이메일 주소: elections@sos.ca.gov



특별 공지

• 투표소는 우편으로 받은 견본 투표용지에 표시된 

날짜에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장합니다.

• 투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선거 관리인에게 듣거나 

견본 투표용지를 읽어보십시오.

• 새 유권자는 연방법에 따라 신분증 또는 다른 서류를 

제공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류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잠정투표용지를 사용하여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유자격 유권자만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투표 장치를 함부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 참조 안내서를 
떼어내어 여러분과 
함께 투표소로 가지고 
가십시오!
이 떼어내는 참조 안내서에는 
2016년 6월 7일 투표용지에 
표시되는 주 발의안에 대한 
요약 및 연락처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대통령  
예비선거  
2016년 6월 7일  
화요일
투표소는 선거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장합니다!

  ★  ★  ★  ★  ★  ★  ★  ★ 공식 유권자 정보 안내서 ★  ★  ★  ★  ★  ★  ★  ★



6 | 간편 참조 안내서

간편 참조 안내서

발의안 주의회 의원에 대한 정직. 
주의회 헌법 수정안.제50호

찬반 의견

반대 발의안 제50호는 
주의회가 상원 

또는 하원의 의원들을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징계하기 위한 
명확한 권한을 제공할 
것입니다. 입법자들은 
대중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경우, 그들의 동료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상식적인 법안은 양당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 투표에 
회부되었습니다.

찬성 발의안 제50호는 
우리의 주 

의사당에서 발생하는 부패의 
문화를 보고도 눈을 감을 
사람들이 제기하는 
사기입니다. 이 법안은 
의원들이 중죄로 
기소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공직에 남아 있는 
것을 허용하고, 대표 없는 
과세를 허용함으로써 부패의 
문화를 영구화합니다.

유권자 투표의 의미

찬성 이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의 의미: 주 헌법은 
주의회 의원을 정직시키기 
위해 상원 또는 하원에서 3
분의 2의 표결을 
요구하도록 수정될 
것입니다. 상원 또는 
하원은 정직 기간 동안 그 
의원의 급여와 복리후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 이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의 의미: 

상원 또는 하원은 여전히 
과반수 의결을 통해서 의원을 
정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된 의원은 주정부가 
제공하는 급여 및 복리후생을 
계속 받을 것입니다.

요약

주의회에 의원들을 정직시킬 권한을 부여하고, 그러한 
권한에는 급여와 복리후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포함됩니다. 정직된 의원이 공직의 권한 또는 주의회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정직은 지정된 날짜,  
또는 의원이 속한 의회의 표결에 의해 종료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재정적인 영향: 대부분의 연도들에는 주 정부 
지출에 대한 영향이 없습니다. 어떤 연도들에는 주정부가 
다소 지출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찬성
California Forward
1107 9th Street, 
Suite 650
Sacramento, CA 95814
YesProp50.com

반대
www.Stopprop50.com

모든 유권자는 
예비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투표는 여러분이 
등록한 정당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당에 등록한 경우: 

여러분은 등록한 정당의 한 대통령 입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호 정당이 없이 등록한 경우에는 다음의 정당에 

대한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민주당 

• 미국독립당 

• 자유당 

여러분은 투표소에서 해당 정당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 투표용지를 사용하기 위한 우편엽서를 

받습니다. 

선호 정당이 없이 등록했고, 다음의 정당에 대한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투표하기를 원하는 경우: 

• 공화당 

• 녹색당 

• 평화자유당 

해당 정당에 투표하려면 2016년 5월 23일까지 

재등록하셔야 합니다. 

www.RegisterToVote.ca.gov에서  
온라인으로 유권자 등록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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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방법

우편투표
우편투표용지를 5월 31일까지 신청하십시오.

우편으로 반송—6월 7일 이전의 우체국 소인이 찍혀야 하고, 늦어도 6월 10일까지 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소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직접 제출—6월 7일 오후 8시 전에 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소 또는 카운티에 설치된 투표소에 

직접 제출하십시오.

직접 조기투표를 하십시오
일부 카운티들은 선거일 전에 몇 개의 장소에서 조기투표를 제공합니다.

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소에 연락하여 조기투표를 제공하는지 알아보십시오.

카운티 연락처 정보는 29페이지에서, 또는 다음의 총무처장관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www.sos.ca.gov/elections/voting-resources/county-elections-offices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하십시오
투표소는 선거일에 다음과 같이 개장됩니다: 6월 7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소의 위치는 카운티 선거관리 담당관이 우편으로 보낸 견본 투표용지의 뒷 페이지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투표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전화: (866) 575-1558

 온라인: www.sos.ca.gov/elections/polling-place

   문자: Vote를 GOVOTE (468683)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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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명칭 및 요약 검찰총장이 작성

법률 분석가의 분석

발의안 주의회 의원에 대한 정직.  
주의회 헌법 수정안.제50호

배경
캘리포니아 주의회. 주의회는 매년 법안의 
승인 또는 거부를 투표로 결정하고 주정부의 
예산을 통과시킵니다. 유권자들은 주의회의 
양원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는 120명의 
의원들을 선출합니다: 40명의 상원의원과 80
명의 하원의원. 독립적인 위원회(주의회가 
아닌)가 주의회 의원들의 급여와 복리후생을 
결정합니다. 현재, 주정부는 대부분의 주의회 
의원들에게 매년 약 10만 달러의 급여를 
지불합니다. 또한 주의회 의원들은 건강, 치과 
및 안과 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주의회 의원들은 
주정부 은퇴 연금 혜택을 받지 않습니다.

주의회 의원들에 대한 징계. 주의회 의원들이 
범법 행위를 하여 고발될 때,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의회 의원들이 형사법을 위반하는 경우, 
법원에 의해 기소되어 선고를 받을 수 있거나, 
또는 유권자들이 리콜 절차를 통해서 공직에서 

해임시키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회의 양원에서는 전통적으로 각 의회의 
의원들을 징계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제명 
(아래의 설명 참조)를 제외하고, 의회에서 징계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과반수의 표결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징계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제명. 주의회 의원을 제명(임기를 
종료시키는 징계)하는 것은 상원 또는 
하원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한 징계 
조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명한 것은 
상원이 4명의 상원의원이 뇌물을 받은 것을 
적발한 1905년이었습니다. 주의회 의원이 
제명되면 더 이상 상원 또는 하원의 의원이 
아닙니다. 또한 주정부가 제공하는 급여와 
복리후생이 정지됩니다. 주 헌법에 의하면, 
상원 또는 하원의 3분의 2가 투표해야 해당 
의원을 제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명이 
주 헌법에 언급된 유일한 징계 조치입니다.  

SCA 17에 대한 의회의 최종 투표(발의안 제 50호)
(결의안 제127장, 2014년 법령)

상원: 찬성 31 반대 3

하원: 찬성 73 반대 2

• 각 의회의 3분의 2의 표결에 의해 해당 
의원을 정직시키고, 정직된 동안 그 
의원에게 급여와 복리후생을 몰수할 것을 
요구할 권한을 각 주의회에 부여합니다.

• 정직된 의원이 권리, 특권, 의무 또는 공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또는 주의회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정직은 지정된 날짜, 또는 의원이 속한 

의회의 3분의 2의 표결에 의해 종료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미치는 재정적인 
순영향에 대한 법률 분석가의 추정 요약:

• 대부분의 연도들에는 주 정부 지출에 대한 
영향이 없습니다. 어떤 연도들에는 주정부가 
다소 지출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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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분석가의 분석 계속

주의회 의원에 대한 정직.  
주의회 헌법 수정안.

발의안

제50호

• 정직. 또한 주의회 양원은 해당 의원을 
정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4
년에 3명의 상원의원이 중죄로 고발되었고, 
상원은 차후에 투표를 통해서 그들을 
정직시켰습니다. 3명의 상원의원이 정직된 
기간 동안, 그들은 법안에 대해 투표하지 
않았거나, 또는 다른 입법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임되었고, 
상원을 떠날 때까지 주정부가 제공하는 
급여와 복리후생을 계속 받았습니다.  
(3명의 각 의원은 2014년 말에 예정된 
상원 임기가 끝났을 때 직책에서 
물러났거나 주의회를 떠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들이 정직된 것은 
이것이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 기타 징계 조치. 제명과 정직에 추가하여, 
주의회의 양원은 각각 비교적 가벼운 다른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견책(의원을 공개적으로 비판)
이 포함됩니다.

발의안
정직에 관한 헌법 조항. 이 법안은 주 헌법을 
수정하여 주의회 의원들의 정직에 관한 새로운 
조항을 추가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처리합니다. 

• 주의회 의원들을 정직시키기 위한 더 
엄격한 투표 요건. 현재, 상원 또는 
하원은 과반수의 투표를 통해서 의원들을 
정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해당 
의원을 정직시키기 위해 상원 또는 하원의 
3분의 2가 투표할 것을 요구합니다.

• 정직되는 주의회 의원들에게 급여 및 
복리후생을 정지시키는 것을 허용. 현재, 
정직된 주의회 의원은 주정부가 제공하는 
급여 및 복리후생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상원 또는 하원이 전체 또는 
일부 정직 기간 동안 해당 의원의 급여 및 
복리후생을 정지시키는 것을 허용합니다.

• 정직되는 주의회 의원들에 대한 기타 
요건. 또한 이 법안은 (1) 정직된 주의회 
의원이 정직된 기간 동안 법안에 대해 
투표하거나, 또는 주의회 의원으로서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2) 상원 
또는 하원에 정직에 대한 사유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3) 정직이 종료될 시점 
(상원 또는 하원이 정한 특정한 날짜, 또는 
상원 또는 하원의 3분의 2가 투표하여 
정직이 종료된 후)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재정적인 영향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들은 제명 또는 
정직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주의회 
의원들에 대한 이러한 징계 처벌이 계속 
드물게 발생하는 경우, 이 법안은 대부분의 
연도 동안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재정에 
대한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이 법안은 상원 
또는 하원이 의원을 정직시킨 어떤 미래의 
연도에 주의회 의원의 보수 비용이 감소하여, 
주정부가 다소 지출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로 이 법안을 지지 및 반대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의 리스트를 원하시면  

http://www.sos.ca.gov/measure-contributions를 
방문하십시오. 

해당 위원회의 상위 10명의 기부자들에게 
접속하려면 http://www.fppc.ca.gov/transparency/

top-contributors/june-2016-primary-election.html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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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주의회 의원에 대한 정직.  
주의회 헌법 수정안.제50호

★  발의안 제50호에 대한 찬성 의견  ★

★  발의안 제50호 찬성 의견에 대한 반박  ★

의회는 왜 발의안 제50호를 투표용지에 추가하기 위해 
표결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발의안 제50호가 의회 지도자들에게 중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동료 상원 및 하원 의원들을 
제명하지 않기 위한 옵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이 이미 중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상원 및 하원 의원들이 제명을 받아 공직에서 퇴출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의안 제50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발의안 제50호는 기소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주의회 의원들이 급여를 받거나 받지 않고 정직되는 
것을 허용하고, 주민들로부터 대의권을 강탈합니다.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정치인들은 이미 공직에 너무 오랫동안 
재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발의안 제50호에 의해 그들이 범죄 
행위를 한 후에도 계속 공직에 남아 있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이 상원 및 하원 의원들이 법 위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확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기소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상원 및 하원 의원들에게 더 
이상의 특권을 주지 마십시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정직한 대표자를 
선택할 자격이 있고, 기소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으나 직무를 정지 당한 의원들은 아직도 공직에 남아 
있으며, 발의안 제50호는 이것을 허용합니다.

발의안 제50호에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부패를 
방지하십시오!

JON FLEISCHMAN, 회장,
California Term Limits
RUTH WEISS, 샌디에고 카운티 조정관,
California Election Integrity Project

발의안 제50호에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주의회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의원들을 정직시키는 것을 허용하십시오.

발의안 제50호는 주 헌법을 수정하여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상원 또는 하원의 의원들을 정직시킬 
명확한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입법자들이 동료 의원들에게 대중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간단하고 직설적인 
방법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 헌법은 의회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의원들을 정직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3명의 주 상원의원이 모두 형사 범죄로 기소되어 상원의 
결의안에 의해 정직을 당했던 2014년에 거론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원이 급여도 중단시킬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의원들은 연봉이 95,000
달러가 넘는 급여를 계속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의원들에게 책임을 묻기를 원했던 입법자들을 
좌절시켰고, 대중을 분노시켰고, 그들은 이 사건을 입법자들이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보호를 받고, 다른 사람들보다 
유리한 다른 규칙들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또 하나의 예라고 
생각했습니다.

San Francisco Chronicle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전액의 
급여를 받는 것은 화를 더 돋구는 상황”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입법자들에게 허점을 방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의회는 그렇게 할 책임을 졌습니다. 입법자들은 
압도적이고 강력한 양당의 지지를 받은 이 헌법 수정안을 
작성하여 통과시켰고,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기 위해 투표에 
회부했습니다.

이 헌법 수정안은 상원 또는 하원에 의원들이 정직을 당하고 
있는 이유를 밝히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 결의안은 보다 높은 
한도인 3분의 2의 투표를 통해서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전미 주의회 협의회(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는 의원들을 징계하고 제명하는 권능이 본질적으로 입법부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권능은 오랫동안 미국 민주주의의 
주요 요소였습니다. 이러한 징계는 대부분의 주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의원들을 제명할 권능이 있고, 상황이 
정당화되는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정직시키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신뢰할만한 가치가 있는 정부를 
원하고 유지할 자격이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지난 10년 
동안 캘리포니아 주의 통치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정치적인 
개혁안을 통과시켰으나, 주의회는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발의안 제50호는 입법자들에게 자체적으로 감시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상식적인 조치이고, 모든 입법자들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책임을 묻기 위한 바로 다음의 조치입니다.

이것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발의안 제50호를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HELEN HUTCHISON, 회장,
League of Women Voters of California
JAMES P. MAYER, 회장/CEO,
California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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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인쇄된 찬반 의견은 작성자의 의견이며, 공식 기관이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찬반 의견 | 11

★  발의안 제50호에 대한 반대 의견  ★

주의회 의원에 대한 정직.  
주의회 헌법 수정안.

발의안

제50호

★  발의안 제50호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  ★

이 법안은 주장의 성격과 다른 상황들을 고려하여 
입법자들에게 동료 상원 및 하원 의원들을 징계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제공할 것입니다.

심한 경우, 상원과 하원은 의원을 제명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명은 항상 공정한 대응은 아닙니다. 입법자가 범죄로 
기소되는 경우에도, 무죄 추정을 감안할 때, 모든 사실이 
확인되고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그 사람을 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사례에서, 입법자들은 합법적이고 신중한 방법 
(의원을 의회에서 제명하는 것은 너무 심하므로, 그 의원이 
집에 앉아서 납세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것을 
방지)으로 대응할 권한이 필요합니다.

또한 발의안 제50호는 상원과 하원에 의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또한 그 의원의 급여를 정지시키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 발의안은 입법자들이 서로를 부당하게 처벌하는 것을 
방지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 법안은 의회에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결의안은 
3분의 2의 표결을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통과시키기가 
쉽지 않고 거의 항상 양당의 지지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의회 또는 입법자들이 부패를 조장하는 영향을 
예방하지 않고, 윤리적 행동을 권장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만을 조사하고, 법을 집행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발의안 제50호는 상황이 정당화되는 경우, 입법자들이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정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줌으로써, 입법자들에게 윤리적 위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을 제공합니다.

JAMES P. MAYER, 회장/CEO,
California Forward
HELEN HUTCHISON, 회장,
League of Women Voters of California

발의안 제50호는 우리의 주 의사당에서 발생하는 부패의 
문화를 보고도 눈을 감을 사람들이 제기하는 사기입니다. 
유권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주 의사당에서 발생하는 부패의 문화를 영구화합니다. 

이 법안은 대표 없이 세금을 부과합니다.

의사당의 내부자들은 정치적인 반대를 억압하기 위해 이 
법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 의사당에서 발생하는 부패의 문화를 영구화합니다

2014년에 이 법안이 투표에 회부되었을 때, 10명의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들 중 거의 1명은 위증죄, 뇌물 수수 
및 총기 밀반입을 포함하는 다수의 중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범죄가 진행되는 동안, 그 당시에 주 
상원의 임시 의장이었던 발의안 제50호의 작성자는 그들 중 한 
사람이 배심원단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이러한 나쁜 
사람들을 대중의 신뢰를 받는 공직들로부터 제명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뉴스에는 다음과 같은 헤드라인이 포함되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탈선한 주 상원의원에 대한 제명을 시도” 
—Capital Public Radio, 2014/2/27

“Wright에 대한 선고 지연, 상원의원들은 유죄 판결을 받은 
민주당 의원의 제명을 거부”—Breitbart News Network, 
2014/7/8

발의안 제50호는 새크라멘토의 정치적 계층이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힘든 직책을 맡기를 실제로 원하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참으로 하는 일은 그들의 친구인 
유죄 판결을 받은 중죄인을 제명하는 힘든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숨기는 것입니다.

대표 없는 과세

또한 발의안 제50호는 수백만 명에 달하는 캘리포니아 주민의 
기본권을 거부합니다. 이 법안은 대표 없는 세금을 부과합니다. 
의원이 제명되는 대신에 “정직”되는 경우, 그 선거구의 
시민권자들이 주의회에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 나쁜 사람이 여전히 
그 공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교체하기 위해 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사당의 내부자들은 정치적인 반대를 억압하기 위해 발의안 
제50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법안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 법안이 의회에서 
다수가 소수 의견을 억압할 수 있는 영구적인 수단을 주 
헌법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상원 또는 하원에서 동료들에게 
인기가 없는 문제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하는 의원인 경우, 
그가 정직에 대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현실에 직면해야 하는 
의회에서 여러분의 의견과 투표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발의안 제50호에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다음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Stopprop50.com

JOEL ANDERSON, 상원의원,
제38선거구
BRIAN JONES, 주 하원의원,
제71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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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의 선거
캘리포니아 주에는 2가지 다른 종류의 예비선거가 있습니다. 예비선거의 결과에 따라 11월에 실시되는 

총선거에서 경합할 입후보자들이 결정됩니다. 예비선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정당 지명/정당 관련 공직)
• 투표용지에 표시된 공직: 미국 대통령

•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 입후보자와 동일한 정당에 등록한 유권자만(어떤 정당들은 선호 정당을 명시하지 

않고 등록한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http://www.sos.ca.gov/

elections/political-parties/no-party-preference를 방문하십시오).

• 결과: 총선거에 진출하는 입후보자는 전국적인 정당이 지명한 입후보자이고, 캘리포니아 예비선거에서 

일반투표에 의해 선출된 입후보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공개 예비선거(유권자 지명 공직)
• 투표용지에 표시된 공직: 연방 상원의원, 연방 하원의원, 주 전체 공직, 주의회 공직

•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 모든 유권자는 선호 정당에 상관없이 각 경선에서 한 입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결과: 각 예비 경선에서 최다 득표를 한 상위 2명의 입후보자가 선호 정당에 상관없이 총선거에 

진출합니다. 예비선거에서 상위 2명을 선출한 후에는, 예비선거에서 한 입후보자가 과반수의 득표(최소한 

50퍼센트+1표)를 하더라도, 그리고 입후보자가 단 1명이더라도 총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 캘리포니아 주 공개 예비선거 제도는 미국 대통령, 카운티 중앙위원회 또는 지방 공직 입후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이 안내서에 인쇄될 다음의 정보를 요구합니다. 

정당 지명/정당 관련 공직
정당은 예비선거에서 정당 지명/정당 관련 공직에 대한 입후보자를 공식적으로 지명할 수 있습니다. 지명된 

입후보자는 총선거에서 특정한 공직에 대한 공식 입후보자로서 해당 정당을 대표하고, 투표용지에 공식 

명칭이 지정됩니다. 예비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한 각 정당의 입후보자는 총선거로 진출합니다. 또한 정당들은 

예비선거에서 카운티 중앙위원회의 공무원들을 선출합니다.

유권자는 유권자 등록을 할 때 선호한다고 공개한 정당의 예비선거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당은 선호 정당의 공개를 거부한 사람에게 그 정당의 예비선거에서 투표하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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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지명 공직
정당은 예비선거에서 유권자 지명 공직 입후보자를 공식적으로 지명할 권리가 없습니다. 예비선거에서 

유권자 지명 공직에 지명된 입후보자는 주민들의 피지명자이고, 총선거를 할 때 어떤 정당의 공식 피지명자가 

아닙니다. 유권자 지명 공직에 지명된 입후보자는 투표용지에 선호 정당이 있거나 없다는 것을 기재해야 

하나, 선호 정당 지정 여부는 입후보자만이 선택하고,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만 표시됩니다. 

이러한 지정은 입후보자가 지정된 정당에 의해 지명 또는 추천을 받았거나, 또는 정당과 입후보자가 제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유권자가 지명한 입후보자는 정당이 공식적으로 지명한 입후보자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정당들은 견본 투표용지 소책자에 정당의 공식 추천을 받은 유권자 지명 공직 입후보자들을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유권자는 유권자 지명 공직 입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그 공직에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자격을 충족시키는 경우). 예비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한 2명의 입후보자가 동일한 선호 정당을 지정했더라도 

유권자 지명 공직에 대해 경합하기 위해 총선거로 진출합니다. 입후보자가 예비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한 2명 

중 1명이 아닌 한, 어떤 정당도 선호 정당을 지정한 입후보자를 총선거로 진출시킬 권리가 없습니다. 

무소속 공직
정당들은 예비선거에서 무소속 공직에 대한 입후보자를 지명할 권리가 없고, 예비선거의 입후보자는 

총선거에서 특정한 공직에 대한 어떤 정당의 공식 피지명자가 아닙니다. 무소속 공직에 지명된 입후보자는 

선호 정당이 있거나 없다는 것을 투표용지에 지정할 수 없습니다. 예비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한 2명의 

입후보자는 무소속 공직에 대해 경합하기 위해 총선거에 진출합니다. 

주 전체 입후보자와 투표 법안에  
대한 상위 기부자
한 위원회(입후보자 또는 투표 법안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을 받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그룹)가 입후보자 또는 투표 법안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1백만 달러 이상을 모금하는 경우, 그 위원회는 상위 10명의 기부자들을 

캘리포니아 주 공정 정치 실천 위원회(FPPC)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 위원회는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상위 10명의 리스트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러한 리스트는 FPPC 웹사이트 http://www.fppc.ca.gov/transparency/top-contributors.html에서 제공됩니다. 



14 | 연방 상원 입후보자 리스트

입후보자 성명서에 대한 정보
이 안내서에서
이 유권자 안내서에는 이 안내서의 15페이지에서 시작되는 연방 상원 입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연방 상원 입후보자는 이 유권자 안내서에서 입후보자 성명서를 발표할 지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입후보자들은 성명서를 발표할 지면을 구입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연방 상원 입후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Phil Wyman 공화당
Jarrell Williamson 공화당
Pamela Elizondo 녹색당
Akinyemi Olabode Agbede 민주당
Jerry J. Laws 공화당
Gail K. Lightfoot 자유당
George C. Yang 공화당
Loretta L. Sanchez 민주당
Duf Sundheim 공화당
Ling Ling Shi 선호 정당 없음
Steve Stokes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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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ve Grey 선호 정당 없음

President Cristina Grappo 민주당
Don J. Grundmann 선호 정당 없음
Herbert G. Peters 민주당
Tom Palzer 공화당
John Thompson Parker 평화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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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n Hougo 공화당
Mark Matthew Herd 자유당
Jason Hanania 선호 정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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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 Beitiks 선호 정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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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 투표용지 소책자에서  
(카운티 등기국에서 별도로 우송)
이 안내서에 기재된 입후보자에 추가하여, 투표용지에는 주 상원, 주 하원, 연방 하원 입후보자들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주 상원 및 주 하원 입후보자는 카운티 견본 투표용지 소책자에서 입후보자 성명서를 발표할 지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아래에 설명된 특정한 달러 금액 이하로 캠페인 지출 금액을 유지하기로 동의하는 경우). 

• 주 상원 입후보자는 예비선거에서 846,000달러 이하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 주 하원 입후보자는 예비선거에서 564,000달러 이하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자발적인 캠페인 지출 한도를 수락한 입후보자 리스트는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www.sos.ca.gov/elections/candidate-statements

캘리포니아 주의 자발적인 캠페인 지출 한도는 대통령, 연방 상원, 연방 하원을 포함하는 연방 공직 

입후보자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든 연방 하원 입후보자는 카운티 견본 투표용지 소책자에서 입후보자 성명서를 발표할 지면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입후보자들은 성명서를 발표할 지면을 구입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주 전체 입후보자의 인증 리스트를 원하시면 www.sos.ca.gov/elections/candidate-statements로 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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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자 성명서
연방 상원

Pamela Elizondo | 녹색당

http://www.facebook.com/Pamela.Elizondo.USSENATE

P.O. Box 104
Laytonville, CA 95454

전화: (707) 354-1498
이메일: pamelizondo2004@yahoo.com
http://www.facebook.com/Pamela.Elizondo.USSENATE

• 연방의회에서 캘리포니아 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2명의 
상원의원 중 1명으로 재임합니다. 

• 새 국법을 제안하고 투표합니다. 

• 인준하는 연방법원 판사, 연방 대법관,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많은 고위 민간 및 군 공직에 대해 투표합니다.

Akinyemi Olabode Agbede | 민주당

미국을 구하십시오! 미국을 구하십시오!! 미국을 구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주민 여러분!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제3세계 국가로 변하지 않도록 미국을 구합시다. 미국인들은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을 붕괴시켰습니다. 따라서, 
Akinyemi Agbede 박사를 2016년 선거에서 골든 스테이트인 캘리포니아 주를 대표하는 차기 
연방 상원으로 선출하는 것이 미국을 되돌려놓기 위한 해답입니다.

6775 Santa Monica Blvd.
Suite 4-254
Los Angeles, CA 90038

전화: (559) 250-2563
이메일: yemibode@hotmail.com
www.americamustregainitsgreatness2016.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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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자 성명서
연방 상원

Jerry J. Laws | 공화당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음

헌법주의자. 미국적인 정신. www.lawsussenate2016.com

14411 Northstar Ave.
Victorville, CA 92392

전화: (760) 952-0294 (자택) (760) 220-9814 (휴대폰)
이메일: jerryjosephlaws2016@aol.com
www.lawsussenate2016.com

Loretta L. Sanchez | 민주당

캘리포니아 주는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 교육, 보안과 같은 전범위의 문제점을 
해결할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이 증명된 리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차기 연방 상원의원은 
광범위한 입법 및 국가 안보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근로자들이 살아가는 경험을 
공유해야 합니다. 저는 그러한 경험이 있고, 이것이 제가 이러한 직무에 대한 최선의 
입후보자인 이유입니다. 저는 7명의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힘겹게 살아온 이민자 부모들의 
노동조합 가족 출신입니다. 저는 고학을 하면서 정부와 노동조합 보조금의 도움을 받아 
대학을 졸업했고, 아나하임 로터리 클럽이 저의 MBA 학비를 지불했습니다. 저는 근로 가정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부모는 열심히 일했고, 교육의 가치를 
알고, 미국 역사상 2명의 딸을 연방의회로 보낸 유일한 부모입니다. 이것이 제가 20년 동안 
연방의회에서 교육, 학비 지원, 의료 개혁, 이민 개혁, 남녀 평등, LGBT 인권, 근로자의 권리, 
환경 보호를 위해 열렬히 싸운 이유입니다. 또한 저는 독자적인 판단력과 용기가 있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때에 증명했습니다: 저는 소수의 다른 의원들과 함께 이라크 전쟁, 애국자법, 은행 
긴급 구제에 대해 반대 투표를 했습니다. 저는 군사 및 국토안보 위원회의 수석 위원으로서, 
우리의 군대가 승리할 수 있도록 훈련과 장비를 제공하도록 노력했고,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돌보아주었습니다. 저는 미국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 
안보에 대한 경험이 있는 유일한 입후보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원의원으로서,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을 위해 싸울 것이므로, 우리는 함께 강력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투표해주실 것을 겸손하게 요청합니다. 

P.O. Box 6037
Santa Ana, CA 92706

전화: (714) 774-0236
이메일: info@loretta.org
http://lorett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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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자 성명서
연방 상원

Duf Sundheim | 공화당

경제적 불확실성과 테러리스트 공격으로 인해 불안한 시대를 맞았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이 
조치를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과도한 당파성과 분열되고 비효과적인 정부를 
얻습니다. 저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저는 과감하고, 균형을 취할 것입니다. 저는 
달성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한때 장차 우리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경쟁하고, 달성하고, 성공하려는 “꿈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꿈은 최고의 
직위를 차지한 지도자들에 의해 억압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사업체, 우리의 이웃,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캘리포니아 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학교는 미국 전체에서 41위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금은 계속 인상되고, 생계비는 치솟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혈은 
멈추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한 경험과 열정이 있습니다. 저는 스탠포드 
대학과 노스웨스턴 대학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저는 생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는 
연방법원이 승인한 중재인이고, 자원봉사자 화해 판사입니다.  저는 공화당 의장이었고, 할 
일을 마쳤기 때문에, 최초로 재선된 주지사에 대한 유일한 성공적인 소환을 감독했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부문의 리더들이 “캘리포니아의 꿈”을 부활시킨다는 저의 비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임 국무장관 George Shultz, 다수당 대표 Kevin McCarthy, Cisco의 John 
Chambers, 프레즈노 시장 Ashley Swearengin, 캘리포니아 주 소기업 협회. 저는 헌법을 
따릅니다. 저의 우선 순위는 일자리, 국가 안보, 교육 및 수자원입니다. 정책 세부 사항을 
원하시면 SundheimforSenate.com을 방문하십시오. 성실성. 상식. 결과. 이것이 저의 
기반이고—이 기반을 통해서 “꿈이 있는 땅”을 되찾을 것입니다.

27319 Julietta Lane
Los Altos Hills, CA 94022

전화: (650) 209-0949
이메일: dufsundheim37@gmail.com
SundheimforSenate.com

Ling Ling Shi | 선호 정당 없음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음

하나님의 마음과 미국의 자유를 위해 입후보하고, 경제 및 경제와 관련된 부문에서 발생한  
10개의 거대한 혼란에 도전합니다. 

P.O. Box 55
Rancho Cucamonga, CA 91729

전화: (909) 728-0578
이메일: lingling_lilyofvalley_shi@yahoo.com
www.wells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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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자 성명서
연방 상원

Massie Munroe | 민주당

저의 입후보는 미국 헌법을 대표하고, 이 헌법은 미국 국민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미국 정부 사이의 유일한 계약으로서 미국에서 회복되고 강화되며, 미국의 리더십과 
외교를 통해서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 사이의 계약으로서 UN으로 확대됩니다. 국제 은행가, 
다국적 기업 리더, 군대 및 경찰은 모두 진리의 성령, 모든 사람의 평화를 위한 봉사에 따라 
US/UN의 헌법에 100% 복종 및 준수해야 합니다. 산업 기술 시대에서 “에너지 기술 시대”로 
변화하면 향후 500년 동안 미국 취업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저의 캠페인은 국제 
은행가들의 규칙과 국가들의 재정적 착취를 종료시키고, 시민 은행(Citizen’s Bank)을 
설립하여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다시 제정하고, 
마인드 컨트롤 노예를 종료시키고, 합의하지 않은 인간 실험을 종료시키고, 기아, 무주택 및 
폭력을 종료시키고, 지구, 물, 공기, 삼림, 해양, 동물을 보호하고, 그리스도의 의식 실천 및 
US/UN의 리더십 하에서 헌법 정의를 시행하는 것을 대표합니다. 저는 국내 및 국제 연구 및 
정치적 활동을 통해서 지난 5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개발해온 위성 에너지 기술 무기와 사회 
공학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마인드 컨트롤 노예”를 확인했고, “기밀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계속 진행 중인 중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유권자 여러분에게 저의 
좋은 성품과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허위 고발에 굴하지 않을 것을 요청합니다. 저의 증거를 
보시고 저의 봉직을 검토하십시오. Bernie Sanders 상원의원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이러한 
문제들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2167 East Chevy Chase Dr.
Glendale, CA 91206-1732

전화: (818) 943-0661 (휴대폰) (818) 245-6993 (사무실)
이메일: massie@massieglobal.com
www.massiemunroe4ussenator.com

Paul Merritt | 선호 정당 없음

캘리포니아 주는 역사를 만듭니다. . . 독립적인 Merritt 상원의원을 선출하십시오. 독립적인 
사상가를 선출하십시오.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정당이 아니라, 사람을 선출하십시오. 우리의 
연방정부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미국의 방어가 필요합니다. 
Merritt는 국제적인 문제에 대해 확고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을 믿고, 사람들과 
모든 지역을 존중합니다. Merritt은 Feinstein 상원의원의 국경 보안 펜스, 해저 석유 시추 금지, 
사막 환경 보호법을 지지합니다. Merritt은 작은 정부에 대한 Reagan 대통령의 아이디어가 
최선이라는 것을 고수합니다. 배경: 2개의 법률 학위, 중개인, 호텔 소유자, 선출된 시의회 
의원. 주택소유자 위원회: 팜스프링, 산타바바라, 샌프란시스코, 오렌지 카운티. Nature 
Conservancy(자연 보호) 종신 회원. 대부분의 억만장자 공화당원, 노동조합 위원장과 
민주당원은 여러분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Merritt은 모든 시민을 대표하는 독립당원입니다. 
Paul Merritt은 캘리포니아 주민입니다! 

P.O. Box 9145
Laguna, CA 92652

전화: (949) 249-2492
이메일: electmerrittsenator@yahoo.com
merrittforsenate.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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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명서의 순서는 무작위 알파벳 추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페이지에 기재된 성명서는 입후보자가 제공하며,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각 성명서는 
자발적으로 제출되었고, 입후보자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성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후보자들은 다른 방법으로 투표용지에 기재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후보자 성명서
연방 상원

Tim Gildersleeve | 선호 정당 없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입니다. 저는 극빈자, 고령자, 장애인, 환경 문제, 노동조합, 
소기업을 위해 입후보하고, 평범한 시민들을 대표합니다. 저의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alternativevoiceforamerica.org. 

전화: (408) 915-8713
이메일: timg@alternativevoiceforamerica.org
http://www.alternativevoiceforamerica.org

President Cristina Grappo | 민주당

저의 교육과 경험은 연방 상원의원으로서 캘리포니아 주를 대표하기 위해 이 열매를 맺는 
직업을 가질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총기 규제, 인신 매매, 국가 적자에 대한 균형 회복, 
외교 정책 이니셔티브에 대한 주요 문제들에 대해 민주당의 강단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셜 미디어의 주류 Facebook 팔로워입니다. 저의 핵심 가치가 미국의 발전을 추진합니다! 

P.O. Box 1307
Alameda, CA 9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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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명서의 순서는 무작위 알파벳 추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페이지에 기재된 성명서는 입후보자가 제공하며,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각 성명서는 
자발적으로 제출되었고, 입후보자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성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후보자들은 다른 방법으로 투표용지에 기재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후보자 성명서
연방 상원

Herbert G. Peters | 민주당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음

Andrew Jackson 민주당원. 저희의 첫 70년 동안 저희 카운티는 성장하고 번창했습니다. 
저희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모토: 명백한 사명. 민주당원 대통령들은 대부분 현명했습니다: 
Andrew Jackson은 8년의 재임 기간 중 7년 동안 균형 예산을 달성했습니다. Franklin Pierce는 
연방 복지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지난 118년 동안의 하향 곡선을 반전시키려면: 예산의 
균형을 유지하고, 전쟁을 방지하고, 비용을 줄이고, 세금을 줄이고, 모든 사람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복지와 최저 임금을 폐지해야 합니다. 교회와 자선단체는 빈곤한 사람을 
도와줍니다. 부당한 권력 행사를 줄이십시오: 소득세를 판매세로 대체하십시오. 목표: 모든 
사람의 삶을 개선. 

이메일: herb@herbpeters.com
http://www.revival-herbpeters.com

Don J. Grundmann | 선호 정당 없음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음

Fight-the-Power.org

425 E. Merle Ct.
San Leandro, CA 94577

전화: (510) 895-6789
이메일: stoptheirs@hotmail.com
fight-the-pow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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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명서의 순서는 무작위 알파벳 추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페이지에 기재된 성명서는 입후보자가 제공하며,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각 성명서는 
자발적으로 제출되었고, 입후보자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성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후보자들은 다른 방법으로 투표용지에 기재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후보자 성명서
연방 상원

Tom Palzer | 공화당

저는 보수적인 정부를 미국과 캘리포니아 주에 되돌려주기 위해서 연방 상원의원에 
입후보합니다. 저는 모든 수준의 정부에 재직하는 선출직 공무원들을 자문하는 32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순위: 국방, 테러 방지, 경제, 재향군인 문제, 수정에서 시작되는 삶
(Life-at-Conception) 

7259 Corvina Ct., Unit 26
Rancho Cucamonga, CA 91739

전화: (909) 913-9500
이메일: info@us-senateseat2016.com
http://www.us-senateseat2016.com

Greg Conlon | 공화당

저는 CPA로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 회계법인의 파트너였고, 다양한 사업체에 
자문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컨설턴트였습니다. 저는 워싱턴 D.C.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받았고, 
미공군의 조종사였습니다. 저는 예산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 재정 및 법적 문제점들을 
이해하고, 대중과 퇴역군인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저는 이글 
스카우트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주 공공 전력 위원회의 커미셔너 겸 의장으로서, 주거 및 
상업 고객이 개인 소유 전력 회사가 아니라 민간 및 지역사회 공공 전력 회사로부터 직접 
전기를 구입하는 것을 허용한 소송 절차를 맡았습니다. 또한 저는 경쟁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다른 텔레커뮤니케이션 제공자를 선택하는 것을 허용한 이니셔티브를 주도했습니다. 제가 
만약 선출된다면 3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 연방정부 기관의 행정 인력을 줄이고 퇴직한 
직원들을 대체하지 않음으로써 정부의 규모를 줄이고 매년 연방 예산의 균형을 유지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국경을 강화하고, 외국 시민에게 발급되는 비자의 기한을 집행하고, 
이른바 안전 도시에 제공되는 모든 연방정부 자금을 줄임으로써 이민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셋째, 대기업에 대한 소득세율을 5%로 낮추어 미국으로 반송되는 현금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교환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저는 2014년에 주 
재무국장 공직에 대한 공화당 지명자였고 거의 300만 명에 달하는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총선거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주를 대표할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의 투표를 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3875 Bohannon Dr.
P.O. Box 2600
Menlo Park, CA 94027

전화: (650) 315-4956
이메일: conlonpg@msn.com
www.gregconl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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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입후보자 성명서
연방 상원

Karen Roseberry | 공화당

*미래를(S.A.V.E.) 구하십시오!* 

Palmdale, CA 이메일: karenroseberryforsenate@gmail.com
www.karenroseberryforsenate.com

Von Hougo | 공화당

“We the People(우리 국민)”은 이 훌륭한 국가의 기초입니다. 저는 연방 상원의원 
입후보자로서 캘리포니아 주에 기반을 둔 기술 회사들과 협력하여 상원에 제출되는 모든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는 유권자 중심 플랫폼을 개발할 것입니다.  각 법안은 찬성, 반대, 
유익성, 위험성 및 비용 분석의 측면에서 요약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투표를 할 수 있고, 주 
전체의 투표 결과가 실시간으로 표시될 것입니다. 저는 매번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다수표에 
근거하여 상원에서 투표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최선의 이익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해 일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전한 투표 포털을 사용하면 
여러분이 각 선거 주기에 단 한 번이 아니라, 모든 법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고 투표를 집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참여 수준을 명시하여 여러분에게 중요한 문제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안이 상원에 제출될 때마다, 여러분은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지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투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플랫폼은 우리 정부가 다음 조직들의 현재 상태에 
도전함으로써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책임을 지게 할 것입니다: 정당, PAC 및 특별 이익 단체. 
저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에 속한 이러한 권능을 그들의 손에 되돌려줄 것입니다. 저는 더 나은 
캘리포니아 주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과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거나 
저의 기부를 받지 않는 캠페인을 지지하시려면 von4senate.org를 방문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 여러분의 투표. 여러분의 상원의원. 연방 상원의원 입후보자인 Von Hougo에게 
투표하십시오. 

27552 Mariam Pl.
Santa Clarita, CA 91350

전화: (661) 219-3268 (661) 296-3589
이메일: vonhougo@gmail.com
von4se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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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자 성명서
연방 상원

Kamala D. Harris | 민주당

저의 이름은 Kamala Harris입니다. 저는 더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과 더 많은 미국인들이 
기회의 사다리를 올라갈 때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연방 상원의원으로 입후보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주의 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클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주의 공립학교에 다녔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항상 단 
하나의 의뢰인인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위해  일해 왔습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의 
지방검사이고 캘리포니아 주의 검찰총장으로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위해 많은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저는 초국가적인 범죄 조직과 여성과 어린이들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인신 
매매범들을 포함하는 폭력 범죄자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또한 저는 공해 유발 기업 및 대형 
은행들과 맞서 싸웠고, 입장 차이를 극복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을 위해 미국에서 가장 
힘들다는 반유질처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의 연방 상원의원으로서 취할 
접근방법입니다. 저는 붕괴되고 있는 수자원 및 수송 시스템을 보수할 연방정부의 자금을 
획득하여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저는 학교를 
개선하고 모든 자녀에게 유아원과 적정 가격의 보육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참전용사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양질의 의료와 직업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환경과 해안을 보호하고, 기후 변화와의 싸움을 주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경력이 많은 검사로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테러로부터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노력할 것입니다. 저에게 동참해 주십시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P.O. Box 78393
San Francisco, CA 94107

전화: (213) 221-1269
이메일: info@kamalaharris.org
www.kamalaharris.org

Jason Hanania | 선호 정당 없음

01100101.

182 Howard St. #121
San Francisco, CA 94105

전화: (415) 654-6291
이메일: 2016@jasonhanania.com
www.jasonhanan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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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명서의 순서는 무작위 알파벳 추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페이지에 기재된 성명서는 입후보자가 제공하며,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각 성명서는 
자발적으로 제출되었고, 입후보자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성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후보자들은 다른 방법으로 투표용지에 기재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후보자 성명서
연방 상원

Mike Beitiks | 선호 정당 없음

저의 정견은 매우 간단합니다. 저의 공약은 단 하나입니다. 연방의회 의원들은 우리를 기후 
변화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미래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무덤에서 우리의 정치적 기후를 위해 실제 
기후를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www.Iwillnotdonothing.org

Jason Kraus | 선호 정당 없음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선거를 할 때마다 동일한 문제, 동일한 쟁점, 동일한 얼굴로 인해 부담을 
느낍니다. 정치인들은 우리에게 자금을 구걸하고, 결코 지켜지지 않을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경제에 불을 붙이고, 우리의 생활 방식을 보호할 모든 형태의 
소득세를 제거하십시오. 저는 모든 캠페인 기부금을 거부했고, 급여를 받지 않을 것이고,  
단 한 임기만 재임할 것입니다. 저는 공화당원이나 민주당원이 아닙니다. 저는 미국인  
입니다 . . . 여러분처럼. Jason Kraus. 연방 상원 2017년.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aleadernotapolitician.com을 방문해 주십시오. 

전화: (916) 542-8721
이메일: Jason@ALeaderNotAPolitician.com
www.aleadernotapolitic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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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명서의 순서는 무작위 알파벳 추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페이지에 기재된 성명서는 입후보자가 제공하며,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각 성명서는 
자발적으로 제출되었고, 입후보자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성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후보자들은 다른 방법으로 투표용지에 기재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후보자 성명서
연방 상원

Don Krampe | 공화당

저는 미해병으로서 한국 전쟁을 하는 동안 조국을 위해서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베트남에서 USO 디렉터로서, 그리고 재향관리국 지역 디렉터 보좌관으로서 미국의 
재향군인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저는 1958년에 Hugh O’Brian 청소년 리더십 세미나를 
공동으로 설립했고, 세미나를 시작한 이후 수십만 명의 청년 남녀들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저는 캘 루테란 대학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의 양대 정당 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고, “ ‘TEAM’—Together Everyone Achieves More(모든 사람이 함께 하면 
더 많이 성취)”이라는 약성어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청소년과 학생들로서,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는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의 신조는 다음과 같이 웅변적으로 서술됩니다: “나는 
미합중국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이고, 국민의 공정한 권능이 피통치자의 
동의로부터 나오는, 수많은 주권 국가 중의 한 주권 국가인 공화국의 민주주의를 신봉하며, 
하나이고 분리할 수 없는 완벽한 결합, 즉 미국의 애국자들이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희생하여 
얻은 자유, 평등, 정의 및 인간성의 원칙 위에 수립되었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나는 나의 
국가를 사랑하고, 헌법을 지지하고, 법률에 복종하고, 국기를 존중하고, 모든 적을 방어하는 
것의 나의 국가에 대한 본인의 의무라고 확신한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저의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2016krampeforsenate.com. 

40581 Via Amapola
Murrieta, CA 92562

전화: (951) 600-0542
이메일: xptriumph@hotmail.com
www.2016krampeforse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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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제50호
2013–2014년 정기 의회의 상원 헌법 수정안 17(결의안 127
장, 2014년 법령)에 의해 제안된 이 수정안은 이 법안의 한 항을 
수정함으로써 캘리포니아 주 헌법을 명백하게 수정한다. 따라서, 
삭제를 제안하는 기존의 조항들은 횡선을 그어 인쇄하고 신규 
조항들은 신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탤릭체로 인쇄한다.

제IV조 5항에 대한 수정안

이 법안의 제IV조 5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판독된다. 

제5항. (a) (1) 각 의회는 의원들의 자격 및 선출을 판단하여 
의사록에 기재된 의원의 2/3가 3분의 2가 동의하는 호명 투표에 
의해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2) (A) 각 의회는 의사록에 기재된 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하는 
호명 투표에 의해 채택된 발의 또는 결의안에 따라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러한 발의 또는 결의안에는 정직에 대한 근거가 명시된 조사 
결과 및 선언이 포함되어 있다. 이 헌법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의회는 발의 또는 결의안의 명문에 의해 의원의 급여와 복리후생을 
전체 또는 일부의 정직 기간 동안 몰수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B) 이 절에 의해 정직된 의원은 정직이 발효 중인 기간 동안 그의 
공직에 대한 어떤 권리, 특권, 의무 또는 권능을 행사하거나, 또는 
의회의 어떤 자원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C) 이 절에 의한 의원의 정직은 발의 또는 결의안에 명시된 날짜, 
또는 날짜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정직을 종료시키는 차후의 발의 
또는 결의안을 의사록에 기재된 의회 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하는 
호명 투표에 의해 채택하는 날짜까지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

(b) 주의회의 의원은 사례비를 받을 수 없다. 주의회는 이 호가 
시행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c) 주의회는 주의회의 의원이 이해의 상충을 일으킬 수 있는 선물을 
받는 경우, 출처를 불문하고 그러한 선물을 받는 것을 금지하거나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d) 주의회의 의원은 주정부 위원회 또는 기관의 면전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출석하거나, 출석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또는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고의로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어떤 
의원이 지방정부 위원회 또는 기관의 면전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출석하거나, 출석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또는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고의로 보수를 받는 경우, 그가 그 사람에 대해 
직접적이고 상당한 경제적인 영향이 있고,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또는 대중의 상당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을 이유가 있는 이 조의 12
항 (c)호에 설명된 어떤 법안과 관련된 조치 또는 결정을 제외하고, 
그 의원은 보수를 받은 후 일 년의 기간 동안 법안에 투표하거나, 
또는 법안을 작성하거나, 작성에 참여하거나, 또는 그의 공직을 
사용하여 주의회의 면전에서 조치 또는 결정에 영향을 주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이 호에서 사용된 “대중”에는 산업, 사업, 
직업이 포함된다. 그러나, 어떤 의원은 위원회 또는 기관과 관련된 
활동에 엄격히 자체적으로 참여하거나, 법원 또는 근로자 보상 
항소 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Appeals Board)의 면전에서 
변호사의 자격으로 출석하거나, 보수를 받지 않는 옹호자 역할을 
하거나, 또는 위원회 또는 기관의 면전에서 어떤 사람을 대신하여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호는 그 의원이 파트너십 
또는 회사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기인한 수수료(그 수수료에 
귀속된 경비는 차감)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공유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활동을 금지하지 않는다.

(e) 주의회는 1990년 12월 3일 이후에 임기가 시작되는 주의회의 
의원이 공직을 떠난 후 12개월 동안 주의회의 면전에서 1974년 
정치개혁법(Political Reform Act)이 적용되는 보수를 받고 로비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f) 주의회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 기존의 법률의 집행을 
강화하여, 주의회의 의원들이 책임과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는 것과 
상충되는 활동에 참여하거나 이해 관계를 갖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제II조에 의한 이러한 요건을 시행하기 
위한 권능을 자체적으로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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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유권자에 대한 지원
연방법과 주법은 장애가 있는 유권자가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투표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카운티 

선거관리 담당관은 각 투표소를 점검하고, 선거일에 대비하여 보통 투표소의 시설들을 일시적으로 

변경합니다. 투표소에서 일하는 모든 요원은 선거법과 유권자의 권리(평등한 출입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변경할 필요 포함)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연방법과 주법은 모든 유권자가 개인적이고 독립적으로 투표하는 것을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각 

투표소는 모든 유권자(맹인이거나 시각 장애가 있는 유권자 포함)가 도움을 받지 않고 투표할 수 있는 1대 

이상의 투표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투표기는 유권자가 선택한 투표 항목을 확인하고, 잘못 선택한 경우, 

투표용지를 제출하기 전에 그러한 선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견본 투표용지 확인
카운티 견본 투표용지 소책자에는:

• 장애가 있는 유권자들이 개인적이고 독립적으로 투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제공됩니다

• 장애가 있는 유권자들이 출입할 수 있는 투표소에는 휠체어 기호가 표시됩니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표시하는 것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면 최대 두 사람을 선택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택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 고용주 또는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

• 노동조합 간부 또는 노동조합을 위해 일하는 사람

유권자가 가두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 장소에서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 담당관은 

그 유권자에게 서명할 명부, 투표용지, 그리고 유권자에게 필요한 다른 투표 자료를 가져다 줍니다(유권자가 도로변 

또는 자동차 안에 있는 것에 상관없이). 

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소에 연락하여 투표소에서 가두 투표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주 유권자 정보 안내서 대 카운티  
견본 투표용지 소책자
등록 유권자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의 정보 자원을 우편으로 받습니다.

주 유권자 정보 안내서 (이 안내서)

포함 사항: 연방 입후보자와 주 전체 발의안에 
대한 정보

입후보자 정보:
대통령(www.voterguide.sos.ca.gov에서  
온라인으로)
연방 상원

주 발의안:
발의안 제50호

카운티 견본 투표용지 소책자

포함 사항: 견본 투표용지, 그리고 지방 입후보자, 
투표 법안 및 투표소 위치에 대한 정보

입후보자 정보:
연방 하원의원
주 상원의원
주 하원의원
기타 지방 공직

지방 투표 법안:
카운티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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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표
유권자 이름이 투표소의 유권자 명부에 없으면 임시투표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시투표용지란 무엇입니까?
임시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기 전에 특별한 봉투에 넣은 일반적인 투표용지입니다.

누가 임시투표를 합니까?
임시투표용지는 다음과 같은 유권자가 사용합니다.

• 유권자 등록을 했다고 확신하나 유권자 이름이 투표소의 공식 유권자 등록 리스트에 없는 유권자

• 우편투표를 하나, 투표용지를 받지 못했거나 투표용지가 없고, 그 대신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를 원하는 

유권자

임시투표를 한 후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임시 투표용지는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 카운티에서 유권자 등록을 했고 해당 선거에서 아직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선거관리 담당관이 확인한 후에 집계됩니다.

여러분은 유권자 등록을 한 카운티 투표소에서 임시투표를 할 수 있으나, 투표할 자격이 있는 경선에서만 

집계됩니다.

임시투표용지의 상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임시투표를 하는 모든 유권자는 카운티 선거관리 담당관으로부터 투표용지가 집계되었는지, 그리고 집계되지 

않았으면 그 이유를 알아볼 권리가 있습니다.

 카운티 연락처 리스트와 임시투표용지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면  

http://www.sos.ca.gov/elections/ballot-status를 방문하십시오.

선거일 정보
투표소는 6월 7일 화요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장합니다. 여러분이 오후 8시 전에 줄에 서있으면 

여전히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소를 찾아보는 4가지 방법: 

   카운티 선거관리 담당관이 우편으로 보낸 견본 투표용지 소책자의 뒷표지를 확인하십시오.

✆ 전화: (866) 575-1558

 온라인: www.sos.ca.gov/elections/polling-place

   문자: Vote를 GOVOTE (468683)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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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소
Alameda County
(510) 272-6973
www.acgov.org/rov

Alpine County
(530) 694-2281
www.alpinecountyca.gov

Amador County
(209) 223-6465
www.co.amador.ca.us/government/elections

Butte County
(530) 538-7761 또는
(800) 894-7761 (뷰트 카운티 내)
http://buttevotes.net

Calaveras County
(209) 754-6376 또는 (209) 754-6375
www.elections.calaverasgov.us/
elections.aspx

Colusa County
(530) 458-0500 또는 (877) 458-0501
www.countyofcolusa.org/elections

Contra Costa County
(925) 335-7800
www.cocovote.us

Del Norte County
(707) 464-7216 또는 (707) 465-0383
www.co.del-norte.ca.us

El Dorado County
(530) 621-7480 또는 (800) 730-4322
www.edcgov.us/elections

Fresno County
(559) 600-8683
www.co.fresno.ca.us/elections

Glenn County
(530) 934-6414
www.countyofglenn.net/elections

Humboldt County
(707) 445-7481
humboldtgov.org/elections

Imperial County
(442) 265-1074
www.co.imperial.ca.us

Inyo County
(760) 878-0224
elections.inyocounty.us

Kern County
(661) 868-3590
www.co.kern.ca.us/elections

Kings County
(559) 852-4890
www.countyofkings.com

Lake County
(707) 263-2372
www.co.lake.ca.us/government/directory/
rov.htm

Lassen County
(530) 251-8217 또는 (530) 251-8352
http://www.lassencounty.org

Los Angeles County
(800) 815-2666 옵션 2 또는 
(562) 466-1323
www.lavote.net

San Luis Obispo County
(805) 781-5228 또는 (805) 781-5080
www.slovote.com

San Mateo County
(650) 312-5222
www.shapethefuture.org

Santa Barbara County
(805) 568-2200 또는 (800) 722-8683
www.sbcvote.com

Santa Clara County
(408) 299-8683 또는 (866) 430-8683
www.sccvote.org

Santa Cruz County
(831) 454-2060
www.votescount.com

Shasta County
(530) 225-5730
www.co.shasta.ca.us

Sierra County
(530) 289-3295
www.sierracounty.ca.gov

Siskiyou County
(530) 842-8084
www.sisqvotes.org

Solano County
(707) 784-6675
www.solanocounty.com/elections

Sonoma County
(707) 565-6800 또는 (800) 750-VOTE
vote.sonoma-county.org

Stanislaus County
(209) 525-5200 또는 (209) 525-5201
www.stanvote.com

Sutter County
(530) 822-7122 또는 (530) 713-3226
www.suttercounty.org/elections

Tehama County
(530) 527-8190
www.co.tehama.ca.us

Trinity County
(530) 623-1220
www.trinitycounty.org

Tulare County
(559) 624-7300
http://www.tularecounty.ca.gov/
registrarofvoters/

Tuolumne County
(209) 533-5570
www.co.tuolumne.ca.us/elections

Ventura County
(805) 654-2664
venturavote.org

Yolo County
(530) 666-8133 또는 (800) 649-9943
www.yoloelections.org

Yuba County
(530) 749-7855
www.yubaelections.org

Madera County
(559) 675-7720
www.madera-county.com

Marin County
(415) 473-6456
www.marinvotes.org

Mariposa County
(209) 966-2007
www.mariposacounty.org

Mendocino County
(707) 234-6819
www.co.mendocino.ca.us/acr/elections

Merced County
(209) 385-7541 또는 (800) 561-0619
www.mercedelections.org

Modoc County
(530) 233-6205
www.co.modoc.ca.us

Mono County
(760) 932-5537 또는 (760) 932-5530
www.monocounty.ca.gov/elections

Monterey County
(831) 796-1499 또는 (866) 887-9274
www.montereycountyelections.us/

Napa County
(707) 253-4321 또는 (707) 253-4374
www.countyofnapa.org

Nevada County
(530) 265-7115
www.mynevadacounty.com/nc/elections/
Pages/Home.aspx

Orange County
(714) 567-7600
www.ocvote.com

Placer County
(530) 886-5650
www.placerelections.com

Plumas County
(530) 283-6256 또는 (844) 676-8683
www.countyofplumas.com

Riverside County
(951) 486-7200 또는 (800) 773-8683
www.voteinfo.net

Sacramento County
(916) 875-6451 또는 (800) 762-8019
www.elections.saccounty.net

San Benito County
(831) 636-4016 또는 (831) 636-4017
www.sbcvote.us

San Bernardino County
(909) 387-8300 또는 (800) 881-8683
www.sbcountyelections.com

San Diego County
(858) 565-5800
www.sdvote.com

San Francisco County
(415) 554-4375
www.sfelections.org

San Joaquin County
(209) 468-2890
www.sjcro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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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와 대형 활자체로 제작된  
유권자 정보 안내서 
이 안내서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인도어, 일본어, 크메르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태국어, 베트남어로 제공됩니다. 

이 안내서를 주문하시려면:

✆ 총무처장관의 무료 유권자 핫라인 (866) 575-1558으로 전화하십시오.

 www.sos.ca.gov를 방문하십시오.

 www.voterguide.sos.ca.gov/ko/audio에서 오디오 MP3 버전을 다운로드하십시오.

유권자 등록
유권자가 이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름, 집 주소, 우편 주소를 변경하거나, 또는 정당을 변경 또는 선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RegisterToVote.ca.gov에서 온라인으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처장관의 무료 유권자 

핫라인 (866) 575-1558로 전화하여 등록 양식을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양식은 대부분의 우체국, 도서관, 시 및 카운티 관공서, 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소 및 캘리포니아 주 

총무처장관실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비밀 정보 
안전한 가정(Safe at Home) 비밀 유권자 등록 프로그램: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특정한 유권자들

(가정 폭력, 스토킹 피해자 등)은 비밀 유권자 신분에 대한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총무처장관의 안전한 가정 프로그램에 무료 전화 (877) 322-5227로 연락하거나, 또는 http://www.sos.ca.gov/

registries/safe-home을 방문하십시오.

유권자 정보 비밀 유지: 선거관리 담당관은 유권자 등록 선서 진술서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여 해당 유권자에게 

투표 절차에 대한 공식 정보(투표소 위치, 투표용지에 표시되는 쟁점과 입후보자 등)를 보냅니다. 유권자 

등록 정보를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 금지되고, 경범죄가 적용됩니다. 유권자 정보는 

총무처장관의 결정에 따라 선거, 학문, 언론, 정치 또는 정부와 관련된 목적으로 공직 입후보자, 투표 법안 

위원회 또는 다른 개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및 소셜 시큐리티 번호, 또는 유권자 등록 카드에 

기재된 서명은 이러한 목적으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유권자 정보의 사용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또는 그러한 

정보를 오용했다고 의심되어 신고를 하려면, 총무처장관의 유권자 핫라인 (866) 575-1558로 전화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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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9일 
우편투표용지를 신청하는 첫날 

2016년 5월 23일 
유권자 등록 최종일 

2016년 5월 31일 
선거관리 담당관이 유권자의 
우편투표용지 신청서를 
접수하는 최종일

2016년 6월 7일 
선거일!

잊지 말고 투표하십시오! 
투표소는 선거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장합니다!

5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6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기억해야 할 날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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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유권자 정보 안내서

2016년 6월 7일 화요일
잊지 말고 투표하십시오!

투표소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장합니다.

5월 9일
우편투표용지를 신청하는 첫날

5월 23일
유권자 등록 최종일

5월 31일
선거관리 담당관이 유권자의 우편투표용지 신청서를  

접수하는 최종일

다음의 언어로 제작된 유권자 정보 안내서의 추가 
사본을 원하시면 다음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십시오:

English: (800) 345-VOTE (8683) 
TDD: (800) 833-8683 
Español/Spanish: (800) 232-VOTA (8682) 

中文 /Chinese: (800) 339-2857 
/Hindi: (888) 345-2692 

/Japanese: (800) 339-2865 
/Khmer: (888) 345-4917 

/Korean: (866) 575-1558 
Tagalog: (800) 339-2957 

/Thai: (855) 345-3933 
/Vietnamese: (800) 339-8163

투표소의 위치를 찾아보려면 문자 Vote를 GOVOTE (468683)로 보내십시오.

주의회는 선거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정부와 카운티가 이 안내서를 동일한  
성을 가진 2명 이상의 유권자가 함께 살고 있는 주소로 1부만 우송할 것을 승인했습니다.  

추가 사본은 카운티 선거관리 담당관에게 연락하거나 (866) 575-1558로 전화하여 입수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대통령

예비선거 

OSP 16 139408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