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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전체 선출직 입후보자의 
자발적 선거운동 비용 지출 한도

California 주법에 따라 (연방 공직이 아닌) 주 전체 공직 입후보자의 자발적 선거운동 지출 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지사, 부지사, 주 총무처 장관, 회계감사관, 재무장관, 검찰총장, 보험감독관, 
공교육 교육감, 조세형평국 입후보자가 지정된 선거운동 비용 한도를 준수하는 데 동의할 경우 주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후보자 성명서(250단어 이하)를 유료 게재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명단에서 별표(*)는 California의 자발적 선거운동 지출 한도에 동의했고 따라서 이 유권자 
안내서에 후보자 성명서를 유료 게재할 수 있는 입후보자를 나타냅니다. 일부 유자격 입후보자들은 
성명서 게재를 위한 지면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 성명서는 24–3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014년 6월 3일 주 전체 직접 예비선거에서 주지사에 출마하는 입후보자의 지출 한도는 $8,166,000
입니다.

2014년 6월 3일 주 전체 직접 예비선거에서 부지사, 주 총무처 장관, 회계감사관, 재무장관, 검찰총장, 
보험감독관, 공교육 교육감에 출마하는 입후보자의 지출 한도는 $5,444,000입니다.

2014년 6월 3일 주 전체 직접 예비선거에서 조세형평국 에 출마하는 입후보자의 지출 한도는 $1,361,000
입니다.

이번 경선의 기부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cal-access.sos.ca.gov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주 선출직 입후보자 명단은 공식 유권자 정보 안내를 위한 공시 기한인 2014년 3월 10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최종 입후보자 명단은 www.sos.ca.gov/elections/elections_cand.htm에서 확인하십시오.

주지사
* Akinyemi Agbede  민주당
* Richard William Aguirre  공화당
* "Bo" Bogdan Ambrozewicz  선호 정당 없음
* Andrew Blount  공화당
 Edmund G. "Jerry" Brown  민주당
* Janel Hyeshia Buycks  선호 정당 없음
* Glenn Champ  공화당
 Rakesh Kumar Christian  선호 정당 없음
* Tim Donnelly  공화당
 Neel Kashkari  공화당
* Joe Leicht  선호 정당 없음
* Robert Newman  선호 정당 없음
* Luis J. Rodriguez  녹색당
* Cindy L. Sheehan  평화자유당
 Alma Marie Winston  공화당

부지사
 David Fennell  공화당
* Jena F. Goodman  녹색당
 Amos Johnson  평화자유당
* Eric Korevaar  민주당
* Ron Nehring  공화당
 Gavin Newsom  민주당
* Alan Reynolds  미국인 선출당
 George Yang  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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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총무처 장관
* Roy Allmond  공화당
* Derek Cressman  민주당
* David Curtis  녹색당
* Jeffrey H. Drobman  민주당
* Alex Padilla  민주당
* Pete Peterson  공화당
* Dan Schnur  선호 정당 없음
* Leland Yee  민주당

회계감사관
* Tammy D. Blair   민주당
* David Evans  공화당
 John A. Pérez  민주당
 Ashley Swearengin  공화당
* Laura Wells  녹색당
* Betty T. Yee  민주당

재무장관
* Ellen H. Brown  녹색당
* John Chiang  민주당
 Greg Conlon  공화당

검찰총장
* Ronald Gold  공화당
* John Haggerty  공화당
 Kamala D. Harris  민주당
* Jonathan Jaech  자유당
 David King  공화당
* Orly Taitz  선호 정당 없음
 Phil Wyman  공화당

보험감독관
* Ted Gaines  공화당
* Nathalie Hrizi  평화자유당
* Dave Jones  민주당

조세형평국 
제1 지구
* Chris Parker  민주당
* George Runner  공화당

조세형평국 
제2 지구
* Fiona Ma  민주당
* James E. Theis  공화당

조세형평국 
제3 지구
* Jerome E. Horton  민주당

조세형평국 
제4 지구구
* Lewis Da Silva  공화당
* Diane L. Harkey  공화당
* Shirley Horton  공화당
* John F. Kelly  공화당
* Nader Shahatit  민주당
 Van Tran  공화당

공교육 교육감
* Lydia A. Gutiérrez  무소속
* Tom Torlakson  무소속
* Marshall Tuck  무소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