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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유권자님,

유권자 등록을 마치신 귀하는 California 주의 앞날을 결정하는 데 적극 동참하는 첫발을 
내디디셨습니다. 주 총무처 장관실에서는 귀하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공식 
유권자 정보 지침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는 귀하가 투표 절차 및 선거 진행 방식을 자세히 
이해하는 데 유익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해당 지역 후보자 및 법안 관련 정보는 카운티별 투표지 견본 책자에서 확인하십시오. 
유권자 등록 상태 확인 방법, 투표 장소, 우편 투표지 도착 여부 등, 투표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은  www.sos.ca.gov/elections에서 확인하거나 (866) 575-1558로 문의하십시오.

손쉽게 투표할 수 있으며, 모든 등록 유권자는 우편 투표로 또는 지역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실 우편 투표 신청 마감일은 5월 27일입니다. 
투표소는 선거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장합니다.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 절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선거 당일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모든 유권자가 순조롭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선거 관리원이 집계할 때까지 투표지를 지킵니다.

• 이메일, 전화, 책자 및 포스터를 통해 유권자 등록 마감일 및 투표권에 대해 
알립니다.

• 토론 그룹을 조직하거나 친구, 가족 및 지역사회 책임자와의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유권자에게 후보자 및 안건에 관해 알리는 데 동참합니다.

본 지침은 검찰총장 Kamala D. Harris가 작성한 주 표결 법안 의제 및 요약, 입법 전문가 
Mac Taylor가 작성한 표결 법안 및 납세자 부담 잠재 비용에 관한 공정 분석, 찬성측과 
반대측이 작성한 표결 법안 찬반 의견서, 입법 자문가 Diane F. Boyer-Vine이 작성 및 
보증한 법안 본문 등, 유용한 각종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본 지침은 주정부 인쇄책임자 
직무대행인 David Gerald "Jerry" Hill의 감독 하에 인쇄되었습니다.

선택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누릴 수 있는 값진 특권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극히 적은 표 차이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디 시간을 내시어 
각 후보들과 법안에 대해 꼼꼼히 읽어 보시고 귀하의 투표권에 대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들려 주시는 귀하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주 총무처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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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방법
투표를 할 때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거나 우편 투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투표지 상에 있는 모든 경선에 대해 투표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투표한 경선에 
대해서만 표가 집계됩니다.
귀하의 투표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본 안내서 47쪽을 참조하십시오.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투표소는 선거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장됩니다. 일부 카운티의 경우, 선거일 
전에 투표소 몇 곳에서 조기 투표가 가능합니다.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소 요원이 이름을 물은 다음, 해당 투표소의 공식 등록 유권자 
명부를 확인합니다. 명부에 있는 이름 옆에 서명을 하면, 투표소 요원이 해당 카운티에서 
사용하는 투표 시스템에 따라 투표지, 고유 패스코드 또는 컴퓨터 메모리 카드를 지급합니다. 
개별 기표소로 가서 투표를 시작합니다.
투표 과정 중 투표자들을 돕기 위해 투표소 요원들이 상주합니다. 투표 방법을 잘 모르면, 
투표소 요원에게 투표 시스템 사용법 안내를 요청합니다. 투표지에 기표할 때 실수를 한 
경우에도, 투표소 요원에게 기표 실수를 고치는 방법 안내를 요청합니다. 필요한 경우, 새 
투표지를 달라고 요청하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법 및 연방법은 모든 유권자들이 비공개 및 독립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투표 시스템의 경우, 장애가 있는 유권자들을 지원하도록 특별히 고안되어 있습니다. 
각 투표소에는 시각 장애인을 포함한 유권자들이 별도의 도움이 없어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투표 기계가  적어도 한 대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투표 기계를 통해 본인의 선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오류가 있는 경우 그 선택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우편 투표
영구 우편 투표자(전에는 부재 투표자라고 함)가 아니어도 이번 선거에서 우편 투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견본 투표지 책자에 우편 투표지 신청서가 들어 있습니다. 
늦어도 5월 27일까지는 해당 카운티 선거 사무소에 우편 투표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편 투표지에 기표한 후, 투표지를 카운티 선거 사무소에서 제공한 공식 봉투에 넣은 다음 
밀봉합니다. 봉투 겉면 서명란에 서명합니다. 다음 방법을 통해 기표한 우편 투표지를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 해당 카운티 선거 사무소로 우편 발송

• 선거일에 카운티 내의 투표소나 선거 사무소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

• 법률상 허용되는 제삼자(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손주, 형제, 자매 또는 귀하와 같은 세대 
내에 거주하는 동거인)에게 권한 위임하여, 선거 당일 카운티 내의 투표소나 선거 사무소에 
본인을 대신하여 제출하도록 함

우편 투표지는 늦어도 선거 당일 오후 8시까지는 카운티 선거 사무소에 접수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선거일 훨씬 전에 우편 투표지를 우송하십시오.

우편 투표지를 받았더라도 마음이 바뀌면 선거일 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우편 
투표지를 투표소로 가지고 오셔서 투표소 요원에게 주고 투표소용 투표지로 교환하십시오. 
우편 투표지가 없는 경우에도 임시 투표지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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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fornia 주 선거
1, 2위 후보를 가려내는 공개 예비선거법에 따라 유권자 지명 공직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모두 동일한 투표지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과거 정당 관련직이라고 했던 유권자 
지명 공직은 주 의회, 미국 국회사무국, 주 헌법에 준거한 공직 등입니다.

공개 예비선거와 총선거 모두 귀하가 유권자 등록 양식에 기입한 선호 정당에 관계 없이 
어떤 후보에게든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예비선거에서 득표수가 가장 높은 후보 두 명(선호 
정당에 관계 없이)이 총선에 출마하게 됩니다. 한 후보가 투표의 과반수(50퍼센트 + 1)를 
얻은 경우에도 총선은 실시해야 합니다.

California 주의 공개 예비선거 제도는 미국 대통령, 카운티 중앙 위원회, 지방 사무소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California 주 법률에 따라 본 공고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유권자 지명 공직자
정당들은 예비선거에서 유권자 지명 공직자 선거 후보를 공식 지명할 권한이 없습니다. 
예비선거에서 유권자 지명 공직자 후보로 지명된 후보는 주민들이 추천한 후보이며 총선에 
출마할 특정 정당의 공식 지명자가 아닙니다. 유권자 지명 공직자 지명 후보는 자기가 
선호하는 정당 명이나 그런 정당이 없다는 사실을 투표지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때 선호 
정당은 후보자 본인의 의지로 선택해야 하며 이는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공개됩니다. 이는 후보자가 명시한 정당의 지명 혹은 지지를 받는다거나 정당과 
후보자 사이에 제휴 관계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유권자들이 추천한 후보를 특정 
정당의 공식 지명 후보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은 카운티 견본 투표지 책자에 정당의 
공식 지지를 받는 유권자 지명 공직자 후보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해당 공직에 선출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유권자 지명 공직자 후보라면 
누구에게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예비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자 두 명은 비록 
같은 정당을 지지하더라도 유권자 지명 공직자 선출을 위한 총선에 나란히 진출합니다. 
정당은 총선에 참여할 때 자기들을 지지한다고 천명한 후보자를 내보낼 수 없지만, 해당 
후보가 예비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두 후보 중 한 명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무소속 공직
정당들은 예비선거에서 무소속 공직 선거 후보를 공식 지명할 자격이 없으며 예비선거 
후보는 총선에서 선출하는 특정 공직에 대한 정당의 공식 후보 지명자가 아닙니다. 무소속 
공직 지명 후보는 투표지에 본인의 선호 정당을 명시하지 않거나 선호 정당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비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자 두 명이 무소속 공직 총선에 
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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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확인하기
투표소는 카운티 선거 공무원들이 설치합니다.
선거일 몇 주 전에 우편으로 카운티 견본 투표지 책자를 받으면, 해당 책자의 뒷표지에서 
투표소를 확인합니다.  
다수의 카운티 선거 사무소에서 웹사이트나 무료 전화를 통해 투표소 확인을 도와 드립니다. 
자세한 정보는 주 총무처 장관 웹사이트 www.sos.ca.gov/elections/find-polling-place.htm 를 
방문하거나 수신자 부담 유권자 핫라인, (866) 575-1558로 문의하십시오.
선거 당일, 투표소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장됩니다. 오후 8시 전에 투표소에 줄을 
서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이름이 투표소의 유권자 명부에 없는 경우, 유권자 등록을 한 카운티 내 아무 
투표소에서나 임시 투표지로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2014년 5월 19일이 지나서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한 경우에는 이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주 및 연방 유권자 신원 확인 요건
대부분의 경우, California 주 유권자들은 투표하기 전에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편으로 등록한 후 처음으로 투표를 하는 것이고, 운전 면허 번호, California 주 신분증 
번호 또는 등록 카드에 있는 사회보장번호의 마지막 네자리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투표소에 
가면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것은 30종이 넘으며,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 총무처 장관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www.sos.ca.gov/elections/elections_regs.htm에서 "Help America Vote Act 
Identification Standards"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 운전 면허 또는 주에서 발급한 신분증

• 여권

• 사원증

• 신용 카드 또는 직불 카드

• 병역증

• 학생증

• 헬스클럽 ID
• 보험증

유권자 등록
집 주소, 우편 주소, 이름을 바꾸거나 선호 정당을 변경 또는 선택하고자 할 경우, 유권자 
등록 정보를 갱신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은 http://registertovote.ca.gov에서 온라인 양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등록 양식은 대부분의 우체국, 도서관, 시/카운티 정부 사무소 및 California 주 총무처 
장관실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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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지원
카운티별 투표지 견본 책자에 장애인 유권자들이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으며, 장애인 
유권자들이 손쉽게 출입할 수 있는 투표소의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편의 시설 상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투표 시 도움이 필요한 유권자는 투표를 도와줄 사람을 최대 2
명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유권자의 고용주나 그 대리인, 
유권자가 속한 노조 임원이나 대리인에게는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두 투표가 가능한 투표소의 경우,  가능한 한 기표 구역 가까이 
가면 실제 귀하의 위치가 도로 위든 차 안이든, 선거 관리 위원이 
서명할 명부, 투표지 및 기타 투표에 필요한 자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해당 투표소에서 가두 투표가 가능한지 여부는 
귀하의 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실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 총무처 장관은 시각 장애인들이 주 투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식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대형 활자체와 오디오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안내서는 영어, 중국어, 힌디어, 일본어, 
크메르어, 한국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및 베트남어로 
제작됩니다. 이 안내서는 무료이며 주문하시려면, 주 총무처 
장관의 유권자 무료 핫라인 (866) 575-1558로 전화하거나 
www.sos.ca.gov를 방문하십시오.
다운로드 가능한 오디오 MP3 버전의 공식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원하시면 www.voterguide.sos.ca.gov/audio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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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법안 찬반론
주 총무처 장관실에서는 투표 법안 찬반론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투표 법안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은 해당 투표 법안의 지지자와 반대자 측에서 제공합니다.

California 주의 군인 및 해외 거주 유권자를 위한  
특별 지원

군인 및 해외 거주 유권자의 경우, 해당 카운티 선거 사무소로 투표지를 팩스나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기표한 투표지를 팩스로 보내는 경우, 비밀 투표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유권자 선서 양식에 서명하여 함께 보내야 합니다. 
모든 투표지는 선거일 오후 8시(PST)에 투표가 마감되기 전에 카운티 선거 
사무소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소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웹사이트 www.fvap.gov에서 유권자 등록을 하고 특수 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군인 및 해외 거주 유권자 등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www.sos.ca.gov/elections/elections_mov.htm을 참조하십시오.

수입도 올리고 변화도 이루어 보십시오. . . 
선거일에 투표소 요원으로 일해 보십시오!

투표소 요원은 민주주의를 위한 수단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 당일 소중한 봉사에 대한 사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투표소 요원이 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카운티 선거 사무소에 문의하거나 
(866) 575-1558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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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참조 안내서

추가 정보 연락처 추가 정보 연락처

요약 의회에 의해 표결에 부쳐진 법안요약 의회에 의해 표결에 부쳐진 법안

찬반론 찬반론

찬반 투표의 의미 찬반 투표의 의미

찬성
Coalition for Veterans Housing
777 S. Figueroa St., Suite 4050
Los Angeles, CA 90017
(213) 346-0400
info@yesonprop41forvets.org
www.yesonprop41forvets.org

반대
Gary Wesley
gary.wesley@yahoo.com

찬성
Peter Scheer
First Amendment Coalition
534 Fourth St. #B
San Rafael, CA 94901
(415) 460-5060
pscheer@firstamendmentcoalition.org
www.cnpa.com/prop42

반대
Gary Wesley
gary.wesley@yahoo.com

발의안 제42호는 
California 주 공공 

기록물 관리법 및 지역 회의 
공개법을 준수하는 데 따르는 
비용을 관련 지방 정부에 
부과하기 위해 California 주 
헌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발의안과는 별개로 해당 
비용을 주 정부에 부과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발의안 제42호는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중의 알 권리를 헌법에 
확실히 명시하는 것입니다. 
지방 기관은 비용을 이유로  
정보 공개 요구나 회의 
공개를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발의안 제42호에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

발의안 제41호는  
CalVet 주택 및 농업  

대출 프로그램에 사용할  
목적으로 2008년 유권자들이  
승인했던 공채 형태의 9억 
 달러중 6억 달러를 주정부가  
공채 판매를 통해 빌릴 수 
있도록 인가합니다. 이는 
이러한 기금의 전용이 현명한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발의안 제41호, 2014
년 재향군인 주택  

공급 및 노숙 방지법은 이전에 
승인되었으나 사용되지 않은  
공채 기금 6억 달러를 
California 주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노숙 재향군인을 위한 
주택을 건설 및 복구하는데 
사용하도록 용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으로 세금을 
올리지 않고 노숙 또는 
노숙에 가까운 생활을 하는 
재향군인들을 위한 저렴한 
임시 주택이 건설됩니다.

본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의 의미: 

주는 지역 정부 정보 공개에 
대한 비용을 지역 정부에 
지불해야 합니다.

본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의 의미: 주는 

지역 정부 정보의 공개를 명시한  
주 법을 따르는 데 부과되는 
비용을 지역 정부에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의 의미: 주는 

저소득층 및 노숙 재향군인들을 
위한 저렴한 공동주택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6억 달러의 일반 
공채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본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의 의미: 

주는 저소득층 및 노숙 
재향군인들을 위한 저렴한 
공동주택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6억 달러의 일반 공채를 
판매하게 됩니다.

지방 정부는 지방 정부 기관의 회의 내용 및 공직자 기록을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명시한 법률 준수. 법률 준수에 
필요한 비용 변상 요건 삭제. 재정적 영향: 주 정부가 지방 
정부에 제공하는 연 수천만 달러의 지급금 삭감. 향후 지방 
정부의 연간 지출이 수천만 달러씩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노숙자 구제를 위한 저렴한 다세대 지원 주택과 재향군인 
및 그 가족을 위한 저렴한 임시 주택, 임대 주택 또는 관련 
시설 마련을 위하여 6억 달러의 일반공채 발행 권한 부여.  
재정적 영향: 15년간 주 공채 비용이 연 평균 약 5천만 달러 
정도로 증가.

공공 기록. 공개 회의. 지방 기관에 대한 주 
정부의 비용 배상. 입법부 헌법 수정안.

발의안2014 재향군인 주택 공급 및 노숙자 방지를 
위한 공채법.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발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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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제목 및 개요 작성자: 검찰총장

발의안 2014 재향군인 주택 공급 및 노숙자 방지를 위한 공채법.

2014 재향군인 주택 공급 및 노숙자 방지를 위한 공채법.
• 노숙자 구제를 위한 저렴한 다세대 지원 주택과 재향군인 및 그 가족을 위한 저렴한 임시 주택, 

임대 주택 또는 관련 시설 마련을 위하여 6억 달러의 일반공채 발행 승인

• 노숙 재향군인과 노숙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공채 자금을 제공받는 주택 프로그램의 효과를 매년 평가

• 일반 기금의 돈으로 공채 변제금 충당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의 순 재정적 영향에 대한 입법 분석가의  추정 요약:
• 15년간 주 공채비용이 연 평균 5천만 달러 정도로 증가

주 정부 공채 비용 견적
승인된 차입금 6억 달러

연 평균 공채 상환 비용 5천만 달러

예정 상환 기간 15년

상환금 출처 일반 세수

배경
주 정부의 주택 공급 프로그램. 여러 해에 걸쳐 

약 150,000만 개의 주택과 아파트가 California 
주에 건설되었습니다. 이러한 주택의 대부분은 
전부 민간 자금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에서는 지방 
정부, 비영리 단체 및 민간 개발업체에 주택 
건설 비용 일부를 마련할 수 있는 저금리 대출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금으로 건설된 주택은 
일반적으로 California 의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매매 또는 임대되어야 합니다.

주 기금으로 건설된 주택의 일부는 California 
의노숙자들을 위해 따로 배정됩니다. 여기에는 
노숙자 쉼터, 단기 주택 및 지원 주택이 
포함됩니다. 지원 주택이란 주택과 특정 서비스를 
결합한 형태로, 정신 건강 및 신체 건강 케어, 

약물 및 알코올 남용 상담, 직업 훈련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2013년 1월에 
실시된 연방 정부 조사에서 캘리포니아 주의 
노숙자 수는 137,000명에 달했으며, 이 중 약 
15,000명이 재향군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California 주 재향군인의 경우, 재향군인이 아닌 
사람들보다 노숙자가 될 가능성이 두 배 이상 
높습니다.

재향군인을 위한 주택 자금 융자 프로그램. 
주 및 연방 정부는 California에 거주하는 190만 
재향군인 중 자격이 되는 이들에게 주택 자금 
융자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 프로그램에 따라, 
주에서는 일반공채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고, 
이 자금을 사용하여 자격이 있는 재향군인들을 
위해 주택을 구입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각 재향군인이 주 정부에 매월 납입금을 내면, 
그것을 통해 주 정부는 투자자들에게 상환할 

입법 분석관에 의한 분석

AB 639(발의안 제41호)에 대해 주의회에 의해 행해진 최종 투표 

(2013년 제정법, 727장)
상원: 찬성 36 반대 0
하원: 찬성 78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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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입법 분석관에 의한 분석 계속

수 있습니다. 항상 이러한 납입금으로 공채로 
진 빚을 충당해 왔는데, 이는 이 프로그램이 
납세자들에 대한 직접 경비 없이 운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0년 이래,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주택 자금 융자를 받은 재향군인의 
수가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소의 원인이 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사적으로 낮은 주택 융자 금리, (2) 연방 
주택 융자 지원의 가용성, 그리고 (3) 최근의 
주택 공급 위기. 주의회가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쳤을 때, 주의회는 재향군인의 주택 자금 융자 
프로그램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채 금액을  
6억 달러까지로 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5
억 달러의 주 공채가 재향군인 주택 자금 융자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제안
재향군인 주택 공급을 위한 신규 일반공채. 이 

법안을 통해 주에서는 6억 달러에 해당하는 신규 
일반 공채를 판매하여 저소득 재향군인을 위한 
저렴한 다세대 주택 마련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에 의해 승인된 일반공채는 주의 세수를 
통해 상환될 것이며, 이는 납세자들이 신규 
프로그램의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정부의 공채 사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본 안내서의 "주 공채 채무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저소득 재향군인을 위한 주택 공급. 이 법안은 
아파트 단지와 같이 저렴한 다세대 주택의 건설, 
개축 및 취득 자금을 지원합니다. 주에서는 이를 
위해 지방 정부, 비영리 단체 및 민간 개발업체에 
저금리 대출과 같은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금으로 
건설한 주택은 가족 규모 및 카운티별로 
조정한 바와 같이, 평균 가계 소득의 80퍼센트 
미만을 버는 저소득 재향군인(및 그 가족)에게 
임대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기준으로 이 
프로그램에서 저소득층으로 간주되는 주 전체 
평균 금액은 약 $38,000입니다. 주 법에서는 
저렴한 주택을 요구하는데, 이는 재향군인들이 
지불하는 임대료가 프로그램을 위한 소득 한도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노숙 재향군인을 위한 주택 공급. 주 법은 이 
프로그램에서 노숙 재향군인과 노숙자가 될 
위기에 처한 재향군인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공사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의 최소 절반은 극도로 
소득이 낮은 재향군인을 위한 주택 건설에 
사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재향군인은 거주하는 
카운티에서 평균적인 가족이 버는 금액의 30
퍼센트보다 소득이 적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이 극도로 낮은 것으로 간주되는 1인 기준 
주 전체 평균 금액은 약 $14,000입니다.) 소득이 
극도로 낮은 재향군인을 위한 자금의 일부는 
노숙 재향군인을 위한 지원 주택 건설에 사용될 
것입니다.

기타 조항. 본 법안 하에서, 주의회는 
프로그램을 개선함으로써 미래의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며, 주는 이 프로그램의 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최대 3천만 달러의 공채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주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의 연례 평가 내용을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상 영향
공채 비용. 본 법안을 통해 주에서는 

투자자들에게 일반공채를 판매함으로써 
최대 6억 달러를 차입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금액은 일반 세수를 통해 상환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채 비용은 공채 금리 및 상환 기간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는 (1) 이러한 공채의 
금리는 평균 5퍼센트이고, (2) 공채는 5년 동안 
판매될 것이며, (3) 10년에 걸쳐서 상환된다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가정을 기반으로, 공채 
상환을 위한 납세자들의 비용 부담은 15년 동안 
연 평균 약 5천만 달러가 될 것입니다. 이 금액은 
주 예산 1퍼센트의 1/10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2014 재향군인 주택 공급 및 노숙자 방지를 위한 공채법.

본 발의안의 재정 공헌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cal-access.sos.ca.gov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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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안 제41호 찬성론에 대한 반박론 

보통 재향군인들을 돌보는 것은 연방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연방 정부가 부족해서 어느 누구도 
그러한 부진을 회복시키지 못할 때, 자발적이었다 
하더라도 군에서 복무한 이들에게 주 정부가 도움을 
주는 것은 적절한 일입니다.

발의안 제41호는 도움이 필요한 재향군인들을 더 
잘 지원할 수 있을 프로그램으로, 유권자가 승인한 
차입금 6억 달러를 옮기자는 제안이며, 이러한 제안을 
한 California 주 의회를 믿습니다.

그러나, (공채 판매로) 차입된 금액은 모두 이자와 
함께 상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주택(및 농장) 구입을 위한 CalVet 대출의 경우, 
수혜자들은 이자와 함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에 반해, 노숙 재향군인들을 위해 제안된 프로그램의 
경우, 재향군인들은 (지불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의도한 수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비용이 수반되는 프로그램은 부실 관리 및 낭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재향군인들이 노숙자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세계 곳곳의 전투에 지상군을 
불필요하게 투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국에  
"지상군(boots on the ground)"을 투입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GARY WESLEY 

사용하지 않은 기존의 자금 6억 달러를 전용함으로써 
세금 인상이나 California 주의 부채 증가 없이 
California 주의 재향군인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발의안 제41호 2014 재향군인 주택 
공급 및 노숙자 방지 공채법에 찬성 투표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재정적으로 지불 능력이 되는 투표 법안으로, 
수천 명의 노숙 재향군인들에게 안식처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새로운 세금을 조성하거나 
California 주의 부채를 증가시키지도 않습니다. 
사실상, 이 법은 재향군인들이 거리를 떠나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으로 가도록 하기 때문에 보건 및 공공 안전 
측면에서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California 주에는 미국 내 전체 노숙 재향군인의 
1/4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California 주가 지난 몇 년 동안 심각한 예산 
문제를 겪었다는 점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이 
바로 이 법안이 California 주의 부채를 증가시키지 
않는 이유입니다. 부채를 증가시키는 대신, 이전에 
승인되었지만 사용되지 않은 공채 자금을 활용하여 
이미 노숙자이거나 노숙자가 될 위기에 처한 
재향군인을 위해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재향군인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단 한 푼의 세금 인상도 
없고, California 주의 부채 역시 단 한 푼도 더하지 
않으면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재향군인마다 각자 나름의 요구가 있겠지만, 이 법은 
재향군인 중에서 노숙자가 되는 이들을 위한 포괄적인 
접근 방법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법은 군 복무로 
인한 신체적인 부상, 정신 건강 문제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하고 있는 재향군인들을 위한 
지원 주택을 건설하는 한편, 노숙 생활을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재향군인을 위한 임시 주택을 짓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역에서 재향군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새 주택을 건설하고 기존 시설을 
개조할 때 우선권은 비영리 단체와 지방 정부에게로 
가게 됩니다.

발의안 제41호에 찬성 투표하면, 노숙 재향군인들이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이용할 수 있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직업 훈련, 카운슬링 및 기능 회복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위기에 처한 재향군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이미 
승인되었지만 사용되지 않은 돈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인상이나 부채 증가 없이 나라를 위해 
군에 복무한 그들을 예우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물리적 충돌이 끝나감에 따라, 최대 
45,000명의 젊은 참전용사들이 고향인 California
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으며, 그 중 일부는 기다리는 일자리나 집도 
없이 고향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봉사한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미국 재향 군인회, California 베트남 참전 
재향 군인, San Diego 재향군인의 마을, 미국 재향군인, 
그리고 평화 활동(Swords to Plowshares)과 같은 
단체들이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재향군인과 납세자를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세금 인상이나 California 주의 부채 증가 없이 
California 주의 재향군인을 위한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에 6억 달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발의안 제41호에 
찬성 투표를 해 주십시오. California 주 재향군인들의 
희생을 존중하는 것은 단지 유권자로서의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민으로서의 기본 의무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yesonprop41forvets.org를 참조하십시오.

찬성에 투표하여 재향군인들의 희생을 잊지 말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줍시다!

JOHN A. PÉREZ California 주 하원 의장
LEON E. PANETTA 전 미 국방장관
STEPHEN PECK 의장
U.S. VETS

  발의안 제41호에 대한 찬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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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California 주의 유권자들은 CalVet 농장 
및 주택 융자 프로그램의 추가 재원 조달을 위해 9억 
달러의 공채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921
년에 시작되었습니다. 400,000명이 넘는 California
의 재향군인들이 주택(그리고 농장)을 구입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발의안에서, 주의회는 노숙 재향군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위해 이전의 9억 
달러 공채 법안 중 6억 달러(2/3에 해당)의 사용을 
승인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주의회에 따르면, 
California 주에는 대략 19,000명의 노숙 재향군인들이 
있으며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게 되면, 이 발의안을 
통해 새로운 "재향군인 주택 공급을 위한 재정 
위원회(Housing for Veterans Finance Committee)" 
가 일반공채로 최고 6억 달러를 판매하고 그 돈을 
차입하여, "재향군인과 그 가족들이 주거 안정을 얻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저렴한 다세대 지원 주택, 임시 

주택, 임대 주택 또는 관련 시설을 취득, 건설, 재건 및 
보존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주의회에 따르면, 2008년 CalVet 융자 프로그램을 
위해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고 공채 판매로 차입한 9
억 달러는 재향군인들이 주택이나 농장을 구입하는 데 
전액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주의회 보고에 
따르면, 이전의 융자 프로그램을 위한  5억 달러 공채 
법안 하에서의 차입 권한이 아직 고갈되지 않았습니다.

이 발의안에 대해 제기되는 주된 의문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입 허용액 6억 달러를 CalVet 농장 및 주택 
융자 프로그램에서 가져와야 합니까?

(2) California 주의 재향군인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을 
지원하려고 (공채를 팔아서) 6억 달러를 차입해야 
합니까?

GARY WESLEY

발의안 제41호, 2014 재향군인 주택 공급 및 
노숙자 방지법은 이전에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았으나 
사용되지 않은 기존의 공채 기금을 전용하자는 
것입니다. 발의안 제41호는 세금을 올리지도 않고 
주의 전체 부채를 더하지도 않습니다. 발의안 제41
호는 이미 노숙자이거나 노숙자가 될 위기에 처한 
재향군인들을 위해 저렴한 주택을 건설 및 개조하는 데 
6억 달러를 전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것입니다.

이들 자금의 출처가 되는 기존 프로그램들은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Los Angeles Times
는 사설에서 이러한 자금 지원을 승인한 원래의 
투표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 재향군인들의 요구 
충족 측면에서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발의안 제41호가 재향군인들에게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즉, 이 발의안은 세금 인상 없이 
California 주의 재향군인들에게 필요한 유형의 주택을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이전에 승인되었으나 사용되지 않은 공채를 
전용합니다. 이는 California 주의 전체 공인 부채가 
더해지는 일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공채를 
사용하면, 주에는 가벼운 금융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사회 복지 사업 및 보건 측면에서는 비용 절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L.A. Times는 기사에서 "노숙 
재향군인의 수를 줄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기능 회복 
훈련과 정신 건강 서비스에 더 많은 이들을 연결시켜 
줌으로써, 이 공채는 주 정부가 오늘날 직면한 보건 
및 사회 복지 서비스 비용의 발생을 일부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Times에서도 
이러한 공채가 더 많은 노숙 재향군인들을 일자리로 
복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California 주의 재향군인들을 공정하게 
대하면서 재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발의안 제41호에 찬성 투표하여 California 주의 
재향군인들이 필요한 주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ED FORD 주 사령관 
Veterans of Foreign Wars, California 지부
PETER CAMERON 전무 이사  
Veterans Resource Center of America
JOSEPH GARCIA 주 사령관 
American Legion, California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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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제목 및 개요 작성자: 검찰총장

발의안 공공 기록. 공개 회의. 지방 기관에 대한 주 정부의 비용 변제. 
입법부 헌법 수정안.

공공 기록. 공개 회의. 지방 기관에 대한 주 정부의 비용 변제. 입법부 헌법 수정안.
• 시, 카운티, 교육구 등, 지방 정부 기관들이 지방 정부 기관의 회의 내용 및 공직자 

기록을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명시한 주 법률 준수
• 이 법률 준수를 위해 주 정부가 지방 정부 기관에 관련 비용을 변제해야 한다는 요건 

삭제.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의 순 재정적 영향에 대한 입법 분석가의 추정 요약:

• 주 정부가 지방 정부에 제공하는 연 수천만 달러의 지급금 삭감
• 지방 정부가 일반 대중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 정부의 요건이 추가될 경우, 

지방 정부의 연간 비용 지출이 수천만 달러씩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배경
California 주에는 수많은 지방 정부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카운티, 시, 
교육구 및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특별 선거구
(예: 소방 지구, 홍수 통제 지구, 수도 지구) 
등, 수많은 지방 정부로부터 서비스를 
받습니다. 각각의 지방 정부에는 지방 관리 
기관(예: 시의회 또는 카운티 감독관위원회)
이 있어서, 지방 정부의 프로그램, 서비스 및 
운영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합니다.

지방 정부 정보에 대한 일반 대중의 
열람권. 주 헌법은 정부 기관의 회의, 그리고 
공직자 및 공공 기관의 문서를 일반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주 
법률에는 지방 정부가 지방 정부의 정보 및 

회의를 일반에 공개할 때 따라야 할 규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California 주 공공 기록법. 이 법률은 
모든 사람이 주와 지방 정부의 문서 
사본을 열람하고 획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또한 주 
정부 기관 및 지방 정부가 문서의 일반 
공개에 대한 서면 지침을 마련하고, 
그러한 지침을 해당 사무소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Ralph M. Brown 법. 이 법률은 지방 정부 
소속 관리 기관의 회의에 적용됩니다. 
이 법률은 지방 관리 기관이 안건 
항목을 일반 대중에게 공지하고 공개 
포럼 형식으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요구합니다.

SCA 3 (발의안 제42호)에 대해 의회에 의해 행해진 최종 투표 

(2013년 제정법, 결의안 123)
상원: 찬성 37 반대 0
하원: 찬성 78 반대 0

입법 분석관에 의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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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입법 분석관에 의한 분석 계속

발의안 제42호 전문은 42쪽을 참조하십시오. 분석 | 15

공공 기록. 공개 회의. 지방 기관에 대한 주 정부의 비용 변제. 
입법부 헌법 수정안.

공공 기록법 및 Brown 법 시행과 관련한 주 
정부의 비용 변제. 수년 동안, 주의회는 공공 
기록법과 Brown 법을 간간히 수정해왔습니다. 
이러한 변화 중 일부가 지방 정부의 책임과 
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 정부는 지방 정부의 책임이 
늘어날 때 그로 인한 비용을 지방 정부에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의 공무원이 지방 
정부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제안을 검토할 때 
고려하는 요건이기도 합니다. 현행법상, 주 
정부는 공공 기록법의 특정 부분을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방 정부에 지불해야 합니다
(예: 사람들의 기록 검색을 돕고,기록을 
검색하는 사람에게 해당 기록이 제공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기 위해 필요). 주 정부가 공공 
기록법 비용으로 지방 정부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액수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연간 수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구나, 전에는 주 정부가 Brown 법의 특정 
부분으로 인한 비용에 대해서도 지방 정부에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California 주의 
유권자들은 2012년 주 헌법을 수정하여, 
이러한 Brown 법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 
정부에 지불해야 한다는 주 정부의 책임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제안
법안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 정부가 공공 기록법과 Brown 

법에 따를 때 필요한 요건을 주 헌법에 
추가합니다.

• 주 정부가 이들 법률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 정부에 지불해야 한다는 책임 
조항을 삭제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 정부의 Brown 법 관련 비용 
지불에 대한 주 정부의 책임은 2012년에 
삭제되었습니다.)

본 법안은 정부의 정보 또는 회의에 대한 
일반 대중의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양쪽 법률에 향후 발생할 변화뿐만 아니라 
이들 법률의 현행 요건에도 적용됩니다.

재정적 영향
주 정부의 비용 및 지방 정부 수입에 

미치는 영향. 이 법안으로 공공 기록법 
준수를 위한 지방 정부의 비용에 대해 주 
정부의 지불 책임이 삭제됨으로써, 주 
정부에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며, 
지방 정부에는 그만큼의 수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영향은 연간 수천만 
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 정부의 비용에 대한 잠재적 영향. 이 
법안은 또한 주 정부 공직자들의 향후 
행보에도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주 
정부가 발의안 제42호에 따라 공공 기록법을 
바꿀 수 있고, 지방 정부에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 정부의 공직자들은 이전보다 이 법률에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방 정부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비용이 향후 연간 수천만 달러에 
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공 기록. 공개 회의. 지방 기관에 대한 주 정부의 비용 변제. 
입법부 헌법 수정안.

본 발의안의 재정 공헌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cal-access.sos.ca.gov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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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공공 기록. 공개 회의. 지방 기관에 대한 주 정부의 비용 변제. 
입법부 헌법 수정안.

16 | 찬반론 이 페이지에 있는 찬반론은 작성자의 견해이며 공식 기관에 의해 그 정확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발의안 제42호에 대한 찬성론 

  발의안 제42호 찬성론에 대한 반박론 

"발의안 제42호는 지방 기관들이  이러한 주 법률을 
준수하는 데 드는 [관련] 비용을 근거로 공공 정보 
요청 또는 회의실 개방을 [합법적으로] 거부할 
가능성을 차단할 것" 이라는 점에서 지지자들이 
기본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지방 정부에 법률 준수 
비용을 부과하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대안은 주 
정부에 지불을 요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수년 동안, 저는 주 및 지방 정부의 투표 법안에 
반대론을 제공하여, 유권자들이 투표하기 전에 해당 
법안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저는 또한 California 주 공공 기록법 및 공개 회의법을 
지역에서의 의사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대해 왔습니다. 그러한 법률을 위반했을 때,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의 위법 
행위는 카운티의 민사 대배심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는 

대중의 능력은 — 지역에서조차 — 서서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빅 머니의 영향으로, 그리고 해당 지역의 
직위에 한 번도 선출된 적이 없는 이사회 이사들이 
California 주 전역의 다양한 지역 기관을 이끄는, 
이러한 권한 부여 행태에 의해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San Francisco 베이 지역에서 지역 기관들이 
얼마 전 여러 계획들을 채택했는데, 이 계획은 세계 
곳곳에서 온 수백만의 사람들을 기존의 도시 수송 
경로에 밀어 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버스 전용 
차선을 현재 조성 중이며, HOV(다인승 차량) 차선은 
"고속 차선(Express Lane)"으로 전환 중인데, 이것 또한 
통행료를 내야 지나갈 수 있습니다.

프리웨이 상의 모든 차선이 향후 몇 년 내에 통행료를 
내는 차선(toll lane)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나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GARY WESLEY 

"관청하고는 싸워봐야 못 이긴다"는 옛 속담을 
모두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말은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납니다. 수백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시, 카운티, 교육구, 수도국 및 모든 유형의 정부 기관에 
있는 공무원들과 관료들로부터 답을 찾고자 하며, 
그들이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공공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California 주 공공 기록법과 같은 강력한 도구는 
시민들과 기업체에, 그들이 효과적인 지지자가 되고 
커뮤니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기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Ralph M. Brown 
공개 회의법을 통해 우리는 시의회, 집행관 위원회, 
교육위원회 및 특별 선거구 회의에서 정책이 개발될 
때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서 청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2004년,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공공 기록을 
열람하고 지방 공공 기관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이들 법률은, 다음과 같은 주 헌법 
수정안을 82퍼센트가 넘는 유권자가 승인함으로써 
훨씬 더 강력해졌습니다. "대중은 자신들의 관심사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으며, 
따라서, 공공 단체의 회의 및 공직자와 공공 기관의 
문서는 대중이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지난 몇 년 동안 주 정부가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이러한 훌륭한 법률의 주요 조항들이 위협을 
받아 왔습니다. 요컨대, 주 정부와 지방 정부는 정부에 
대한 대중의 접근권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지방 정부의 
비용과 관련하여, 주 정부의 재정 지원 수준과 액수에 
대해 오랫동안 의견을 달리해 왔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법률의 주요 조항이 주의 예산 절차에서 이루어진 
힘든 결정 때문에 지방 정부 기관에게는 선택 사항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정부가 이러한 단기 
재정 압박에도 계속해서 준수하고는 있지만, 대중의 
기본권이 지방 관리들의 호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발의안 제42호는 대중의 공공 정보 접근법 준수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 주 정부가 아니라 지방 정부 
기관에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공공 기록 및 공개 회의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이며, 
이러한 접근권은 공무원이 범죄 행위에 연루되어 시의 
재원을 착복했을 때 Bell 시의 시민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이, 공직 부패를 폭로하고 척결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발의안 제42호는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일처리를 하는지에 대한 대중의 알 권리를 헌법 내에서 
더욱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발의안은 지방 
정부가 공개 회의 및 공공 기록법을 준수하고 향후 
주의회에서 해당 법률에 대해 변화를 주더라도 그러한 
변화에 따르도록 요구하는 주 법률에 독자적인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발의안 제42호는 지방 기관들이 비용을 근거로 공공 
정보 요청 또는 회의실 개방을 거부할 가능성을 차단할 
것입니다. Thomas Jefferson "정보는 민주주의의 통화"
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할 것을 결정해야 한다고 관료들에게 당당히 
말하십시오. 발의안 제42호에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

MARK LENO 
California 주 상원의원

THOMAS W. NEWTON 전무 이사 
California Newspaper Publisher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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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정부는 직원과 정치인에 의해 운영되는데, 
이들은 정보 공유 또는 의사 결정 전에 대중의 의견 
수렴을 원할 수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04년에 California의 유권자들은 주 헌법 수정 
발의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수정 발의안은 다수의 
공공 기록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지방 정부 입법 
기관의 회의는 대개 공개적으로 열며 지방 정부의 
입법 기관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가진 후에만 
결정을 내리도록 명령한 주 법률의 후퇴를 막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습니다(California 주 헌법 I조, 3(b)절).

몇몇 지방 정부는 새로운 헌법 조항이, 지방 정부가 
새로운 주 정부의 명령을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주 
정부가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주 헌법의 다른 조항(XIII 
B조 6절)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발의안 제42호가 통과되면 California 주 헌법이 
수정될 것이며, 이러한 수정을 통해 주 정부가 
지방 정부에 적용되는 공개 회의법(Brown 법—
정부법 54950–54963절) 또는 공공 기록법(정부법 
6250–6270절)을 현재 작성되어 있는 대로 혹은 후에 
변경되는 대로 준수하기 위한 비용을 지방 정부에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단, 
어떠한 변경이든 "이러한 법률 제정이 공개 열람 및 
의견 수렴을 주 헌법에서 보장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발전시킨다는 것을 입증하는 조사 결과를 포함"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본 발의안이 제시하는 주요 쟁점은 유권자들이 이 
중요한 주 법률의 준수 비용을 지방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냐, 아니면 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에 있습니다.

GARY WESLEY 

우리의 민주주의는 정부 활동에 대해 정보에 
근거하여 적극 참여하는 것에 의해 좌우됩니다. 
발의안 제42호는 정부가 어떻게 우리와 관련된 일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알 권리를 보호하는 
간단한 법안입니다.

발의안 제42호에 대한 Wesley 씨의 주요 반대 논거는 
많은 사실을 열거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동의하지만, 
지방 정부 기관들이 왜 California 주 공공 기록법과 
Ralph M. Brown 공개 회의법과 같은 정보 공개법의 
준수와 관련된 경비를 주 정부에서 지불해 주리라고 
기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장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공개 회의 및 공공 기록 열람을 요구하는 주 및 
지방의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헌법 원리의 문제입니다.

모든 주 정부 기관이 공공 기록법과 함께, Brown 
법과 유사한 Bagley-Keene 법의 준수 비용을 자체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주의 이사회 및 위원회에 
공개 회의를 열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관들이 준수 비용을 자체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기록 요청 과정을 능률화하고 자주 요청되는 기록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에 두는 등, 준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 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 정부가 순수하게 
이들 기본적으로 중요한 법률의 준수 의무에 대해 
지방 기관에 비용을 지불해 준다면, 개선에 대한 동기 
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주 정부는 주 자체의 비용을 
지불하고, 지방 정부 기관은 해당 기관 자체의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싶다면, 발의안 제42
호에 찬성 투표하십시오.

JAMES W. EWERT 법무 자문위원 
California Newspaper Publishers Association
DONNA FRYE 의장 
Californians Aware
JENNIFER A. WAGGONER 의장 
League of Women Voters of 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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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에서는 주 공채 채무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6억 달러에 이르는 재향군인 
주택 공급 공채에 관한 발의안 제41호가 주 
공채 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배경

공채란 무엇입니까? 공채는 정부 및 회사가 
돈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주 정부는 
기반 시설 프로젝트의 계획, 건설, 개축에 드는 
비용을 지불하는데 주로 공채를 사용합니다.  
주 정부는 투자자들에게 공채를 판매하여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선불"로 지원받을 
수 있고, 투자자들에게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이자와 함께 상환하게 됩니다. 

공채 지원 대상 및 공채 사용 이유? 주는 
대개 공채를 사용하여 도로, 교육 시설, 교도소, 
공원, 상하수도 프로젝트, 사무실 건물 등 공공 
기반 시설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또한 병원 
및 재향군인 주택 공급과 같은 사적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데에도 사용되어 왔습니다. 공채를 
발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반 시설이 대개 
수년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그리고 향후 납세자들이 이러한 
기반 시설에 대한 비용 지불을 분담하는 것은 
합리적인 개념입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젝트에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므로 한 번에 지불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에서 판매하는 공채의 종류? 주에서는 
몇 가지 주요한 종류의 공채를 판매합니다.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공채. 이 공채의 대부분은 주의 일반 
기금에서 직접 환불됩니다. 일반기금은 주의 
주요한 자금 운영 경비로서, 공립 학교, 
고등 교육 기관, 교도소, 건강 보험 및 
기타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일반공채의 예로는 지역 
교육구 시설을 위한 주 공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일반공채는 지정된 수익원에서 
지불되며, 이 지정된 수익원이 부족한 
경우에 한해 일반 기금에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일부 수도 공채의 경우 이 
공채가 지원하는 프로젝트로부터 수도 
시설을 제공받는 기관의 자금을 사용하여 
공채를 상환합니다. 일반공채는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반공채 상환은 주의 
일반적인 과세권에 의해 보장됩니다. 

• 임대 수익 공채. 이 공채는 이 공채로 자금을 
지원하는 시설을 사용하는 주 기관이 
지불하는 임대료(주로 일반 기금)에서 
상환됩니다. 유권자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주의 일반 과세권에 의해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공채 이자 비용이 
약간 높습니다. 

• 전통적인 수익 공채. 이 공채 역시 기반 시설 
프로젝트를 지원하지만 일반 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통행료와 같이 이 공채로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에서 창출되는 
지정된 수익 흐름에서 상환됩니다. 이  공채 
역시 주의 일반 과세권의 보장을 받지 않으며 
유권자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채를 판매한 후 주는 해당 공채를 전액 
상환할 때까지 매년 원금과 이자를 지불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주에서 발행한 공채에 대한 
주 및 연방 소득세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는 낮은 이율에 공채를 판매할 수 있으므로 
주에서 상환해야 하는 채무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주에서 주 세금 면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공채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껏 많은 주택 공급 관련 공채는 
연방 세금 면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공채 자금 지원 비용? 연간 공채 상환 비용은 
이자율 및 상환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는 주택 소유자가 30년 고정 이율 모기지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30년에 
걸쳐 공채를 상환합니다. 이자율을 5퍼센트로 
가정했을 때 주는 1달러를 빌릴 경우 일반적인 30
년 상환 기간 동안 2달러 가까운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 2달러 중 1달러는 원금이고 1달러 
가까운 금액은 이자입니다. 그러나 공채 상환은 
30년 동안 이루어지므로 물가 인상을 감안한 
비용은 그보다 더 적은 채무 1달러 당 1.30달러 
정도가 됩니다. 과세 대상 공채를 발행할 경우 
상환 기간은 더 짧아집니다(예: 10년). 상환 
기간이 더 짧으므로 연간 지불 금액은 더 높지만 
전체적인 이자 비용은 더 낮으며 총 상환 비용도 
더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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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시설 공채 및 주 예산
일반 기금 채무 금액. 현재 주에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할 일반 기금 지원 기반 시설 
공채는 약 850억 달러입니다. 이는 750억 달러의 
일반공채와 100억 달러의 임대 수익 공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또한 330억 달러의 인가된 
일반공채 및 임대 수익 기반시설 공채가 유권자와 
입법부의 승인을 받았으나 아직 판매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들 공채 대부분은 향후 몇 년 
이내에 자금이 필요한 추가 프로젝트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일반 기금 채무 지불. 2013-14년에 일반 기금의 
기반시설 공채 상환 금액이 모두 5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에 인가되었으나 
아직 판매되지 않은 공채가 판매될 경우 미지불 
공채 채무 비용이 증가하여 2019-20년에는 최고 
7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가 채무 지불에 미치는 영향. 이번 
발의안 제41호의 재향군인 주택 공급 공채를 
통해, 주는 투자자들에게 일반공채를 판매하여 6
억 달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공채의 
연간 평균 채무 상환액은 판매 시점 및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자율을 5퍼센트로 
가정하고  공채가 5년 동안 발행되어 10년에 걸쳐 
상환될 것으로 가정한다면, 예상되는 연간 일반 

기금 비용은 약 5000만 달러가 될 것입니다. 즉, 
이 법안으로 해당 공채가 전액 상환되는 15년 
동안 약 7억 5000만 달러의 채무 상환액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선거가 채무 상환 비율에 미치는 영향.  
주의 채무 상황을 보여 주는 한 가지 지표가 채무 
상환 비율(DSR)입니다. 이 비율은 일반 기금 
수익 중 채무 상환 지불을 위해 따로 적립해 
두어야 하는 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며,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림 1은 
현재 연간 일반 기금 수익의 6퍼센트에 가까운 
DSR 비율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유권자들이나 
의회에 의해 추가 승인되는 공채가 없다면, 이미 
인가된 공채에 대한 채무 상환액은 2017-18년에 
일반 기금 수익의 6퍼센트 직전까지 증가하다 그 
이후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유권자들이 이번 발의안의 재향군인 주택 
공급 공채를 승인할 경우 DSR이 0.1퍼센트 
미만 가량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2014년 6월 
이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추가 공채를 승인할 
경우, 향후 채무 상환 비용은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증가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분석이 
수행되었던 시점에 수도 공채는 2014년 11월 
발의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림 1

일반 기금 채무 상환 비율a

인가되었으나 판매되지 않음 발의된 재향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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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 기금 수익에 대한 일반 기금 채무 상환 지불 금액의 연간 비율

이미 판매된 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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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Party of California 
P.O. Box 160, Station A 
Richmond, CA 94808

(916) 448-3437 
이메일: gpca@cagreens.org 
웹사이트: www.cagreens.org

American Independent Party of California 
476 Deodara St. 
Vacaville, CA 95688-2637

(707) 359-4884 
이메일: mark@masterplanner.com 
웹사이트: www.aipca.org

미국 독립당은 신의 가호 아래 질서 속의 자유를 추구합니다. 
성문법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념입니다. 
또한 헌법이야말로 미국이 스스로와 맺은 계약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고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헌법의 수정 조항 10조에서 
보장하는 제한된 정부에 대한 권리를 위반하는 것이며, 이는 
불가피한 강압적 과세를 초래합니다. 헌법을 충실하게 따른다면 
그러한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자유당의 무법적 압력으로부터 해방되면 그때야말로 우리는 
에너지와 창의성을 우리 스스로와 가족에게 기꺼이 그리고 
정당하게 기울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진정 자유롭고 
책임있는 기업을 설립하고 재산에 대한 기본적이고 인간적인 
권한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하고 무방비하며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 가족이 자유, 연민, 책임 및 산업의 기본적인 보호막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육하며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그 가족에게 주어야 합니다.

무책임한 조약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가의 자주권을 
보장하는 강력한 국방과 동시에 헌법 수정 조항 2조에서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자기 방어권을 옹호합니다. 모든 불법 
이민에 반대합니다.

국경 보안 및 전 세계 최고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이민 정책을 지지합니다.

녹색당은 기후 변화에서 소득불평등에 이르는 지구상 가장 
어려운 문제들에 관한 타당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녹색당은 
사람과 지구 환경을 최우선순위에 둡니다.

현재 55명의 공직자가 California 녹색당 소속입니다. 녹색당에 
투표하는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긴축 정책에 반대하고 평등 및 
지속가능성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녹색당 정부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 정의 실현

• 친환경 생활 임금 보장 일자리를 통한 빈곤 종식, 저렴한 
주택 공급, 단일 납세자의 건강 관리, 근로자의 권리 및 
모두를 위한 먹거리 안전

• 월스트리트가 아닌 California에 투자할 공공의 주은행

• 발의안 제13호 개혁 및 급진적 과세를 통해 진정한 교육을 
실현하고 공립 대학 수업료 무료화

선거 개혁

• 선거에 공적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자금을 없앰 

• 주 의회 및 의회의 비례대표제 및 주 선출직의 순위 투표를 
통해 더 많은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민의를 충분히 대변

• 1 2위 정당에 변화

사법 제도 개혁

• 사형제 폐지

• 교도소 신설 중지 및 사설 교도소 퇴치

• 대마초 흡연 합법화

녹색 에너지 미래

• Diablo Canyon 원전 폐쇄

• 태양열 California를 표방하여 에너지 효율 및 보존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깨끗하며 재생가능한 공공 에너지 제공

• 화석 연료 과세, 대중 교통, 친환경 도시 추진

녹색당에 등록하십시오. 녹색당에 투표하십시오.

★  녹색당  ★

★  평화자유당  ★

평화자유당은 노동자 계층의 정당으로 노동자들의 풍요와 
이들의 기업들을 위해 노동자가 운영하는 정당입니다. 기업주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건강, 생계 및 지구 생태 환경을 희생해서는 
안됩니다. 노동자들에 의해 창출되는 부를 누리고 있는 부자들에게 
과세하여 사회의 필요한 부분에 투입되는 재원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평화자유당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지지합니다.

• 모든 사람들에게 괜찮은 일자리와 노동권을 제공

•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무상 교육 제공

•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 건강보험 제공

• 장애인에 대한 폭넓은 서비스

• 미군 전원 즉시 철수

• 모든 종류의 차별 종식 동성 결혼 허용

• 이민자들에게 완전한 권리 부여

• 진정한 민주주의 및 정치적 대변 실현

• 환경 복원 및 보호

사회 체제가 부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한, 우리는 전쟁, 
경찰의 만행, 낮은 임금, 안전하지 않은 작업장과 환경 오염으로 
고통받을 것입니다. 평화자유당은 노동자들이 경제를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회주의를 표방합니다. 우리의 산업과 
자연 자원을 되살리는데 동참하신다면, 부자들과 그들 기업의 
노예가 되지 않고 공공선을 위해 민주적으로 함께 협력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평화자유당에 등록하시고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위해 
투쟁할 평화자유당 후보에게 투표해주십시오.

★  미국 독립당  ★

Peace and Freedom Party 
P.O. Box 24764 
Oakland, CA 94623

(510) 465-9414 
이메일: info@peaceandfreedo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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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당  ★

사회적 관용과 재정적 책임감을 가진 분이라면 자유당과 
함께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California 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자유당의 해법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구현가능하며 
공정합니다. 지난 10년간 자유당의 정책이 구현되었다면 현재 
California 주는 튼튼한 경제와 바람직한 주거 조건을 갖추고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 개인 기업 번영

•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 선택권 확대

• 경쟁력 있는 개인 건강 보험

• 지역 및 지구의 경제를 파산시키지 않는 공공 연금

• California 주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공평한 법률 적용

자유당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정부 운영 활동 축소를 통해 비용 절감 및 감세(현재  

세금으로 지원되는 300여개의 정부 기관이 정책 활동, 
공공 안전, 교육, 보건 및 퇴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도 폐쇄 가능함)

• 시, 카운티, 주 경제를 파산시키지 않도록 공무원 연금 개혁

• 정부 서비스 민영화로 비용 효과적인 업체를 통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

• 직업 창출 효과를 낼 수 있는 개인 사업 개발 촉진

• 법률에 의거하여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에 대한 평등한 
대우 보장

• 대마초 합법화 및 청소년 사용 제한

• 시간제 의회 채택

자유당을 지지하고 뽑아 주신다면 이러한 개혁들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Libertarian Party of California 
Kevin Takenaga (의장) 
770 L Street, Suite 950 
Sacramento, CA 95814-3361

(916) 446-1776 
이메일: office@ca.lp.org 
웹사이트: www.ca.lp.org

★  미국인 선출당  ★

성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  공화당  ★

California 주 공화당은 Sacramento 현 상황을 종식하고, 세금 
감면, 관료주의 근절, 기업 유치를 통해 California 주를 경제 성장 
및 혁신을 이끄는 견인차로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하려는 의욕과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업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California 주를 만들고자 합니다.

공화당은 방만하고 낭비적인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며, 모든 가정에 교육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를 성장시키고 가정에 필요한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을 지지합니다.

공화당은 특정 이익이나 정부가 아닌 평범한 캘리포니아 
주민의 권익을 옹호합니다. 또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일하고 
저축하며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선량한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에만 
구현될 수 있습니다. 공화당은 여러분에게 문을 활짝 열어 두고 
있으며, 모쪼록 California 공화당에 등록하여 California 주를 
보호, 건설, 발전시킬 소중한 결정을 내리시길 희망합니다. 지금 
바로 cagop.org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California Republican Party 
Jim Brulte (의장) 
1121 L Street, Suite 207 
Sacramento, CA 95814

(916) 448-9496 
웹사이트: www.cagop.org

★  민주당  ★

민주당은 California 경제의 성공은 월스트리트 은행이 아닌 
노동자 계층 가정의 행복에 그 기반을 둔다고 믿습니다.

California 주는 Jerry Brown주지사의 지휘 하에 균형잡힌 
예산을 편성하고, 교육비 삭감을 저지하며, 저렴한 건강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등, 민주당의 정책 솔루션을 제대로 실현해 
왔습니다.

또한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중산층의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및 지역 공공 안전 보호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주민들이 인종, 종교, 민족 또는 성적 기호에 관계없이 
성공을 위한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때 최고의 California 
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지지를 통해 민주당은 California 주 그리고 미국이 
안고 있는 도전을 해결할 대담하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cadem.org에서 확인하십시오.

California Democratic Party 
John L. Burton (의장) 
1401 21st Street, #200 
Sacramento, CA 95811

이메일: info@cadem.org 
웹사이트: www.cadem.org 
페이스북: facebook.com/cadems 
트위터: @CA_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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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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선출직 입후보자의 
자발적 선거운동 비용 지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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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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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별 후보자 성명서
★ 주지사 ★

성명서의 순서는 추첨에 의해 결정됩니다. 본문의 각 성명서는 입후보자 자신이 제공한 것으로 
그 정확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각 성명서는 입후보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하여 

입후보자의 비용으로 인쇄된 것입니다. 성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후보자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최고 경영 책임자로서 주 정부 부서 및 산하 기관 대부분을 감독하며 판사 임명 권한을 
갖습니다.

• 새로운 법을 입안하고 법안을 승인하거나 거부합니다.

• 연간 주 예산을 편성하고 제출합니다.

• 비상 시 주 자원을 가동하고 지휘합니다.

ROBERT NEWMAN P.O. Box 8446 (909) 798-1101 
선호 정당 없음 Redlands, CA 92375 newmannotes@roadrunner.com 
  newman4governor.org

저는 이번에 주지사에 출마했습니다. 도둑 같은 행태와 권력 남용을 일삼는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 및 이를 
떠받드는 정당들에 혐오감을 느낍니다. California는 빈민층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실업률과 강력 범죄 
발생률도 전국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세율은 전국 최고지만, 학교 환경은 최저 수준입니다. 게다가 심각한 
규제 환경 때문에 기업들이 사라지는 모습에서 암울한 미래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속한 California Revolution은 주 자치권을 보호하고 실소득을 높이고 연금을 보장하고 
학교를 지역 주민의 품에 돌려주고 농민에게 더 많은 용수를 제공하고 세금과 규제를 낮추고 총기 소유권을 
비롯한 헌법상의 권리를 되찾으면서 더 작고 능률적이며 경제적인 정부를 실현합니다. 저는 하느님을 믿으며 
생명과 가족을 소중히 여깁니다.

TIM DONNELLY 5850 Oberlin Dr., Suite 240 (760) 933-8460 
공화당 San Diego, CA 92121 tim@electtimdonnelly.com 
  www.electtimdonnelly.com

저는 정치꾼이 아니라 애국자입니다. 제가 19살에 $300를 쥐고 찾아온 California는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무한한 꿈과 근면함만 있으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었습니다. 10년도 되지 않아 홀몸으로 어린 두 아들을 키우던 
멋진 California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다섯 아들을 키웠고 제조업을 시작하여 성공을 거뒀습니다. 
저는 8년간 교도소에서 성경 공부와 생활 기술 교육을 맡으면서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했습니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고객들이 이곳을 떠나고 저 역시 사업을 그만두기 전까지는 California 드림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날로 비대해지는 정부는 우리의 미래를 가장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California, 제가 
누리던 자유를 되찾고 싶습니다. 주민을 통제하기보다는 스스로를 통제하는 데 힘쓰는 정부를 원합니다.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이 다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주지사가 되면 여러분의 사업, 자유,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모든 것에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주민이 누리는 것보다 많이 지출하는 
예산안은 결코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일자리를 멸종 위기 종처럼 모든 노력을 다해 지키겠습니다. 근면한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을 위해 세율을 낮추는 데 힘쓰겠습니다. 조기 가석방을 없애고 강력범죄자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최우선에 두고 교육을 개혁하겠습니다. 정부가 커지면 자유는 줄어듭니다. 
정부가 비대해지면 기회는 움츠려듭니다. California를 위해 행동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California의 
자긍심을 되찾겠습니다.

LUIS J. RODRIGUEZ P.O. Box 328 (818) 898-0013 
녹색당 San Fernando, CA 91341 info@rodriguezforgovernor.org 
  http://rodriguezforgovernor.org/

새로운 California를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주지사가 되면 기업의 지배를 막고 빈곤 퇴치에 자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고비용의 무용지물인 교도소를 증거에 기반한 교정, 치료, 직업 훈련,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모두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양질의 교육과 의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네에 예술과 문화의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실현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번영할 수 있는 공동체. www.rodriguezforgovern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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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사 ★	 계속

성명서의 순서는 추첨에 의해 결정됩니다. 본문의 각 성명서는 입후보자 자신이 제공한 것으로 
그 정확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각 성명서는 입후보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하여 

입후보자의 비용으로 인쇄된 것입니다. 성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후보자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BO" BOGDAN AMBROZEWICZ  (530) 575-7454 
선호 정당 없음  bogdan1017@yahoo.com 
  www.boambroz.com

독립: 무소속, 단결하는 California인들. "Bo"는 디자이너 겸 건축가로 35년간 일했습니다. 10살에 California
에 왔습니다. 여성과소수 민족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창업자에게는 첫 1년간 세금을 면제하겠습니다. 기존 
기업에는 25% 감면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투자 감가상각 기간을 50% 단축하겠습니다. 재산세를 50% 
줄이겠습니다. 건축허가세를 50% 낮추겠습니다. 소방세를 폐지하겠습니다. 대학 수업료를 25% 낮추겠습니다. 
노인 할인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민 개혁을 실시하겠습니다. 철도 및 수도 터널을 없애 물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자세한 공약은 www.boambroz.com에서 확인하십시오.

RICHARD WILLIAM AGUIRRE  (619) 961-8676 
공화당  richard@aguirreforgovernor.com 
  aguirreforgovernor.com

aguirreforgovernor.com

ANDREW BLOUNT 25473 Nellie Gail Road (949) 342-6398 
공화당 Laguna Hills, CA 92653 andrew@andrewblount.com 
  www.andrewblount.com

저는 California를 사랑합니다! 20년 전, 단돈 $17와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품고 California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자유를 만끽하며 소프트웨어 회사를 세웠고 가족을 이뤘고 Laguna Hills 시장으로 일했습니다. 
매년 저는 제 아내 Michelle과 함께 Blount 패밀리 크리스마스 라이트 쇼를 열고 수천 명을 저희 집에 초대하여 
가족, 꿈, 삶, 역경에 관한 사연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농업부터 첨단 기술까지 미국이 소중히 여기는 많은 
것이 이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California는 다른 주와 틀립니다. 우리는 California에 대해 더 큰 꿈을 갖고 
더 크게 키우며 발전시킵니다. 이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부탁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믿음에서 저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 . California의 길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저는 여러분이 힘들게 일군 재산이 아니라 저를 
주지사로 만들어 주실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California는 상품이 아니며 이번 선거도 그렇습니다. 소득이 
지출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저에게 투표하십시오. 학교에서 직업이 될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저에게 투표하십시오. 대학 학비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저에게 투표하십시오. 
근면 성실한 남녀 모두 가족을 부양하고 충분한 은퇴 자금을 확보할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저에게 투표하십시오. 기대해 주십시오! 모든 California인은 각자 위대한 일을 해낼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현실을 딛고 번영을 누릴 기회입니다. www.andrewblount.com.

JOE LEICHT 316 Encino Lane, Unit A jedleicht@aol.com 
선호 정당 없음 San Clemente, CA 92672 www.joeforgov.org

저는 무소속이므로 양당의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California를 올바른 길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투표하여 여러분이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한다는, 아니 요구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양당에 전달하십시오. 
다함께 우리가 원하는 California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www.joeforgov.org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CINDY L. SHEEHAN 2124 Kittredge St. #104 (916) 905-5167 
평화자유당 Berkeley, CA 94704 cindy@cindy2014.org 
  http://www.cindy2014.org

저는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우수한 교육과 의료 혜택, 최저 생활 임금을 보장받고 
공동체와 함께 경찰과 교도 시설의 권력 남용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평화롭고 부유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California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십시오. 저는 초부유층에 대한 증세로 빈곤 퇴치에 앞장서겠습니다. 
평화자유당에 등록해 주십시오.

GLENN CHAMP P.O. Box 310 (559) 855-2817 
공화당 Tollhouse, CA 93667 bjhancock@netptc.net 
  www.champforgovernor.com

선출공무원들에게 경제를 발전시킬 헌법에 대한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이 혼란을 수습할 후보자는 저뿐입니다. 
www.champforgover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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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사 ★

성명서의 순서는 추첨에 의해 결정됩니다. 본문의 각 성명서는 입후보자 자신이 제공한 것으로 
그 정확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각 성명서는 입후보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하여 

입후보자의 비용으로 인쇄된 것입니다. 성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후보자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 주지사 탄핵, 사망, 사임, 면직 또는 주 내 부재 시 주지사의 직무를 맡아 임무를 수행합니다.

• 주 상원에서 의장직을 수행하고 투표 결과 동수 시 결정권(tie-breaking vote)을 행사합니다.

• 경제 개발 위원회 의장, 주 토지 위원회 위원, California 대학 제도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합니다.

RON NEHRING  ron@ronnehring.com 
공화당  www.ronnehring.com

California는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근면한 사람들의 보금자리이지만, 무거운 세금과 실업, 전국에서 
가장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 기업 환경 때문에 우리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공화당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명확한 우선 과제를 세워 추진할 때입니다. 더 부담 없고 간단하며 공정한 세제로 개혁하고, 정부 지출을 
제한하고, 높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일선 학교의 교육 통제 권한을 되찾고, 발의안 13을 지켜 주택 소유자와 
노인을 보호하는 한편 재산세를 낮추고, 위험한 범죄자의 조기 출소를 막아 우리 마을을 보호하고, 
무용지물인 "고속 철도"를 백지화하고, 도로 개선 인프라 사업을 통해 통근 시간을 단축하고 주민과 농민에게 
필요한 물을 확보해야 합니다. 단결된 힘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ALAN REYNOLDS www.facebook.com/reynolds4california reynolds4california@gmail.com 
미국인 선출당 Twitter: @alansreynolds  www.alansreynolds.com

"우리가 국민이다." 정당, 기업, 이익 집단을 거부합니다. 재정적 책임, 사회적 공정성, 정부의 책임. 가족/
공동체를 소중히 하며, 저 역시 실업을 겪은 바 있어 여러분의 아픔을 잘 압니다. 실용주의, 청렴, 솔직함, "
비정치가". 공화당원도 민주당원도 아니며,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중도적 입장입니다. 130만 명의 California
인들이 정치 개혁을 위한 탄원서(무소속 후보)에 서명했습니다. California의 전문성은? 혁신입니다. 부지사는 
정당의 간부 회의를 바꾸지 않습니다. 상위 2인 예비 선거. 혁신할 가치가 있습니까?  지지자: www.modernwhig.org, 
www.reformparty.org, www.alansreynolds.com

ERIC KOREVAAR 1720 Torrey Pines Rd. (858) 692-0459 
민주당 La Jolla, CA 92037 electamoderate@voteforeric.com 
  www.voteforeric.com

전문 정치인이 아닌 박사 학위를 받은 과학자로서 저는 Sacramento 에 있는 우리 주 정부에 필요한 분석 능력과 
혁신적인 사고를 도입하겠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아빠이자 뛰어난 자산 관리 능력으로 성공한 기업가이기도 
한 저는 교사 및 고등교육을 위한 예산이 정부 간접비 지출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른 
주 공무원들에게 긴축 노력의 모범이 되고자 부지사 보좌 인력 및 예산을 50% 삭감하고 연금 혜택도 받지 
않겠습니다. 부지사로서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정부를 가질 여러분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지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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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총무처 장관 ★

성명서의 순서는 추첨에 의해 결정됩니다. 본문의 각 성명서는 입후보자 자신이 제공한 것으로 
그 정확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각 성명서는 입후보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하여 

입후보자의 비용으로 인쇄된 것입니다. 성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후보자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선거 총 책임자로서 주 전체 선거를 감독하고 일반 주민이 선거운동 및 로비 활동 관련 재정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특정 유형의 사업 및 상표를 등록, 허가하고 공증인을 관리하고 담보권 있는 채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면서 California의 기업 활동을 지원합니다.

• 역사적 유산의 인수, 보호, 공유를 통해 California의 역사를 보존합니다.

• 동거 파트너(domestic partnerships) 및 연명 치료에 대한 사전 의사 결정서(advance health care directives)
를 등록하고 가정 폭력 피해자 및 기타 주소 비공개 대상자를 보호합니다.

JEFFREY H. DROBMAN 2586 Northlake Circle (818) 590-1603 
민주당 Westlake Village, CA 91361 jhdphd@alumni.ucla.edu 
  http://drjeffsoftware.com/candidates/drobman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투표하십시오  . . .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의 이점을 갖춘 보안 온라인 인터넷 투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장치에서도 투표. https://www.facebook.com/drobman.candidate.calsos

ROY ALLMOND 915 L Street #C234 (916) 761-2568 
공화당 Sacramento, CA 95814 2014election@runroyrun.org 
  runroyrun.org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에게 자긍심을 안겨드리겠습니다. . . . 신의 섭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함께 제 생명, 재산, 
소중한 명예를 걸고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oy Allmond. royallmond@reagan.com, royallmond@1791.com. 
#Article5

ALEX PADILLA 969 Colorado Blvd., Suite 104 (818) 253-9140 
민주당 Los Angeles, CA 90041 ideas@alex-padilla.com 
   www.alex-padilla.com

Alex Padilla는 정파를 초월하여 목표를 이루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양당과 협력하여 교육 개선, 환자 보호 
등 다양한 내용의 80여 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가 앞장선 재생 가능 에너지 정책으로 2020년에는 재생 
가능 에너지가 California 전략량 중 1/3을 차지할 것입니다. 소방수, 경찰, 간호사가 Padilla를 지지합니다. 그는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데 주력하면서 중죄인의 방탄복 구입을 금지시키는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주 총무처 장관 Alex Padilla도 뛰어난 일꾼이 될 것입니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도울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주 총무처 장관의 허가를 받느라 몇 개월씩 기다려야 했습니다. Padilla는 온라인 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업무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투표 시스템을 현대화하여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Padilla는 California 전역의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18세 유권자의 등록 및 투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Padilla는 유권자가 선거 운동 
기부자에 대해 알 수 있는 선거운동 기부 주간 보고 제도에 찬성합니다. Padilla는 주 총무처 장관실 감사를 통해 
주민의 세금을 올바르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위협받지 
않고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권법 복원에 힘쓰겠습니다. 이민자의 아들인 Alex Padilla는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장학생으로 공학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또한 Alex Padilla는 정부가 모든 답을 내놓을 수는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그는 California의 58개 카운티를 일일이 찾아 유권자, 현지 공무원, 커뮤니티 
지도자와 만나고 있습니다. Alex는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ideas@alex-padi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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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총무처 장관 ★	 계속

성명서의 순서는 추첨에 의해 결정됩니다. 본문의 각 성명서는 입후보자 자신이 제공한 것으로 
그 정확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각 성명서는 입후보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하여 

입후보자의 비용으로 인쇄된 것입니다. 성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후보자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PETE PETERSON 19528 Ventura Blvd., Suite 507 (323) 450-7536 
공화당 Los Angeles, CA 91356 campaign@petesos.com 
  www.petesos.com

저는 California 최초로 "최고 참여 책임자(Chief Engagement Officer)"가 되어 유권자와 중소기업의 요구에 
응답하고 더 투명하고 책임을 다하는 California 정부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자 주 총무처 장관에 출마했습니다. 
경험 많은 지도자: 저는 Pepperdine 대학교의 Davenport 공공 정책 연구소 소장으로 일하면서 주 전역을 다니며 
지방 정부 기관에게 더 효과적인 프로세스와 기술을 적용하여 California의 시민 참여를 활성화할 방법을 
가르치고 자문했습니다. 정치인의 책임 강화: Sacramento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신의 더 큰 야망을 
실현하는 데 권력을 이용하는 정치인들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지만 특별한 이력을 쌓으면서 
이 직무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저는 시민 참여 운동에 관한 전문성과 다이렉트 마케팅 분야에 종사했던 
경험을 살려 Sacramento가 공정한 투표를 보장하고 정보에 근거한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기업 활성화: California는 경기 침체기에 다른 어떤 주보다도 많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소규모 창업 
또는 확장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곳이 되었습니다. 저는 기술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활용하여 온라인 사업 
신청 절차 및 48시간 내 사업자 등록 완료 제도를 마련하고 과다한 프랜차이즈 사업세("LLC Fee") 인하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를 떠나는 기업 대상의 설문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정부는 주민에게 책임을 다할 때 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DAN SCHNUR P.O. Box 984 (424) 209-2936 
선호 정당 없음 Willows, CA 95988 info@4schnur.com 
  http://www.4schnur.com

제가 4년 전, California 공정 정치 실천 위원회 의장을 맡아 Sacramento에 왔을 때 눈 앞에 펼쳐진 광경에 크게 
놀랐습니다. 선거 모금 행사는 통제 불능 상태였습니다. 입법자들은 특별 이익 단체로부터 선거 자금을 챙긴 
다음 의사당으로 달려가 그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Sacramento의 부패한 정치 문화가 극에 달해 
주 상원의원이 뇌물 혐의로 FBI의 조사를 받았고 또 다른 의원은 유권자 부정행위 및 위증에 관한 8가지 중죄 
항목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이 문제의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무소속 
주 총무처 장관으로서 양당에 맞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영향을 줄 법안에 대한 표결이 있는 의회 기간 
중 정치인의 모금 행사를 전면 금지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입법자들이 다음 선거 자금을 조달하기에 앞서 
자신의 책무, 즉 여러분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성실히 임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심판이 다저스 또는 자이언츠 
티셔츠를 입지 않듯 최고 선거 책임자가 어떤 정당에 소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독립적인 
무소속으로 주 총무처 장관에 출마합니다. 정치는 정치꾼들에게만 맡기기에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강력한 부패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고 선거 자금 조성 공개 및 투명성에 관한 엄격한 규정을 마련하고 
학교의 시민 교육을 활성화하고 근면한 캘리포니아 주민이 더 수월하게 소기업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나서도록 
돕는 데 동참해 주십시오. 힘을 합쳐 올바른 정치 문화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DAVID CURTIS  www.votedavidcurtis.org 
녹색당

공공 선거 자금 융자 제도를 통해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치 토론에는 모든 
후보자가 참여해야 합니다. 상위 2인 예비선거 폐지. 복수 의석 선거구에 비례 대표제 실시. 시민 자유 회복. 
감시 및 데이터 마이닝 근절. 기업은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최저 생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GMO 표시 
제도를 실시하고 칸나비스를 합법화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수압 파쇄 공정(fracking)을 금지하고 화석 
연료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David Curtis에게 투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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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총무처 장관 ★	 계속

성명서의 순서는 추첨에 의해 결정됩니다. 본문의 각 성명서는 입후보자 자신이 제공한 것으로 
그 정확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각 성명서는 입후보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하여 

입후보자의 비용으로 인쇄된 것입니다. 성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후보자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DEREK CRESSMAN 1787 Tribute Rd., Suite K (916) 538-4564 
민주당 Sacramento, CA 95815 info@derekcressman.com 
  www.derekcressman.com

저는 여러분의 투표가 California를 위한 것이 되도록 주 총무처 장관에 출마했습니다. 주민의 목소리가 기업이나 
억만 장자에 의해 묻혀서는 안 됩니다. California의 2012년 선거에서 주 바깥의 은밀한 단체로부터 1,100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되었을 때 저는 그 사실을 폭로했고 Koch Brothers의 거대 자금으로 운용되는 정치 네트워크의 두 
프론트 조직이 기록적인 벌금을 선고받게 했습니다. 선거 모금 행사를 늦추는 데 머무르지 말고 정치판에서 
기업의 자금을 걷어내야 합니다. 저는 19년간 Common Cause와 같은 우수한 초당파적 정부 기관에서 전문가로 
일하면서 관리 및 선거 정책 분야에서 다른 어떤 후보자보다도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돈에게 언론의 자유를 
주고 기업에게 헌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은 국민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공기를 마시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이 우리의 선거에 관여하는 
것을 막아내겠습니다. 저는 Common Cause에서 전국적인 개혁을 이끌면서 의회에 Citizens United를 파기하고 
기업의 선거운동 지출을 금지하게 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으로 Los Angeles와 San Francisco서 유권자 3/4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한 법안의 작성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California 유권자를 위한 엄격한 감시자의 역할을 맡아 특별 
이익 단체에 맞섰고 SuperPAC를 폭로했으며 정직한 선거를 지켜 왔습니다. 주 총무처 장관이 되면 이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디지털판으로 개선하여 모든 후보자의 온라인 동영상을 수록하고 선거운동 기부금 내역을 
신속하게 공개하겠습니다. Bowen 장관의 뒤를 이어 유권자 등록 및 사업자 등록 시스템을 현대화하겠습니다. 
Derek Cressman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LELAND YEE P.O. Box 22607 info@lelandyee.com 
민주당 San Francisco, CA 94122 itsyourcalifornia.org

어떤 주에서는 투표하기 어렵게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한때 California도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이곳을 배타적인 곳이 아닌 포용하는 곳으로 바꾸었습니다. 저는 911,145명이 
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온라인 유권자 등록을 통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한 법안을 
작성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California입니다. Itsyourcalifornia.org를 통해 백만 명의 California인들이 유권자로 
등록했습니다. itsyourcalifornia.org 앱은 스마트폰에서 유권자 등록 사이트로 연결하여 여러분의 친구, 학우, 
가족이 투표할 수 있게 해줍니다. itsyourcalifornia.org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책임을 
받아들이고 실천함으로써 더 나은 California를 만들 수 있습니다. Sarah Palin이 보수를 받고 California 주립 
대학교에서 강연했을 때 저는 그 돈의 출처를 밝혀내고 정부 기관이 국민의 세금을 은밀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작성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California입니다. 저는 칼리지의 이민자 학생에 대한 수업료 차별을 
없애는 데 나서 이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꿀 수 있게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California입니다. 다함께 힘을 
모아 평등 결혼을 위한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California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가족 계획 및 
환경 보호의 원칙에 충실하고 상식에 근거하여 법을 지켜온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터무니 없이 낮았던 최저 임금을 인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헌법에서 정한 
대로 주 총무처 장관은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California를 통치할 권한을 주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특별 
이익 단체를 밝혀내고 부패를 방지해야 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을 대표할 민주당원입니다. 여러분의 주 총무처 
장관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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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감사관 ★

성명서의 순서는 추첨에 의해 결정됩니다. 본문의 각 성명서는 입후보자 자신이 제공한 것으로 
그 정확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각 성명서는 입후보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하여 

입후보자의 비용으로 인쇄된 것입니다. 성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후보자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최고 회계 책임자로서 모든 공공 기금에 대한 회계 및 기장 업무를 담당합니다.

• 주 급여 시스템 및 소유자 불명 부동산법을 관리합니다.

• 조세형평국, 회계감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합니다.

• 정부 업무에 대한 감사 및 심사를 담당합니다.

LAURA WELLS P.O. Box 10181 (510) 225-4005 
녹색당 Oakland, CA 94610 info@laurawells.org 
  www.laurawells.org

California 주 은행. 99%가 아닌 초부유층에게 과세해야 합니다. 우수한 교육, 경제, 의료, 환경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돈을 받는 정치인들을 통해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당선된다면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저는 정치 운동가이자 금융 분야의 IT 전문가로 20년 넘게 일해 왔습니다. 회계감사관 후보자 
Laura Wells, 재무장관 후보자 Ellen Brown과 같이 기업의 돈을 받지 않는 후보자를 선택해 주십시오.

DAVID EVANS P.O. Box 2227 (760) 382-8031 
공화당 California City, CA 93504 devans@evansbusiness.com 
  www.evans4controller2014.com

최고의 자격을 갖춘 회계감사관 후보자.

BETTY T. YEE 381 Bush Street, Suite 300 (415) 692-3556 
민주당 San Francisco, CA 94104 info@bettyyee.com 
  www.bettyyee.com

우리는 특별 이익 단체로 인해 새는 세금을 없애고 대기업이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게 할 회계감사관이 
필요합니다. Betty Yee가 그러한 후보자입니다. 주 정부에 엄격한 회계 원칙을 적용하고 잘못된 지출과 낭비를 
철저히 감시할 회계감사관이 필요합니다. Betty Yee가 그러한 후보자입니다. Betty Yee는 조세형평국에서 
활동하면서 예산 낭비를 경고하고 납세의 의무를 회피한 자들을 적발하고 일시 차입금을 규명하면서 
세금을 지켰습니다. Betty Yee는 비양심적인 기업 때문에 준법 납세자가 피해를 입는 지하 경제를 단속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녀는 위원회의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면서 납세자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온라인 쇼핑몰이 Main Street 상점처럼 California에 판매세를 납부하게 하고 동성 커플을 
위한 조세 평등을 강화하고 친환경 산업의 우수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도록 세법을 개정하는 데 힘썼습니다. 
Betty Yee는 주 예산 및 회계 정책의 전문가로 인정 받는, 최고의 차질을 갖춘 후보자입니다. 그녀는 행정학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California 재무부 예산 담당 수석 부국장을 역임했습니다. Betty Yee는 California 교사 
연합, California 간호사 협회, California 전국 여성을 위한 조직(NOW) 그리고 농장 노동자 조합 공동 설립자인 
Dolores Huerta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Betty Yee는 California의 가족을 위해 싸우는 주 회계감사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www.bettyy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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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장관 ★

성명서의 순서는 추첨에 의해 결정됩니다. 본문의 각 성명서는 입후보자 자신이 제공한 것으로 
그 정확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각 성명서는 입후보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하여 

입후보자의 비용으로 인쇄된 것입니다. 성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후보자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 주 자산 관리자로서 주 정부의 투자를 관리합니다.

• 주 공채의 판매를 관리하고 대부분의 주 기금에서 투자 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 주로 공채 판매와 관련된 여러 위원회에서 활동하거나 의장직을 수행합니다.

• 회계감사관 및 기타 주 정부 기관에서 집행한 주 기금을 지급합니다.

ELLEN H. BROWN 26375B Oak Highland Dr. (661) 252-8773 
녹색당 Newhall, CA 91321 ellenhbrown@gmail.com 
  ellenbrown4treasurer.org

저는 작가, 변호사, 공공 은행 협회(Public Banking Institute) 회장이며 California를 지불 능력을 갖춘 번영하는 
주로 돌려놓을 검증된 계획을 갖고 있는 후보자입니다. 공공 소유 은행을 통한 부 창출 효과는 전 세계에서 오래 
전부터 입증되어 왔습니다. 미국에서 유일하게 주 정부 소유의 은행을 갖고 있는 North Dakota는 주 정부 부채가 
가장 적고 자산 압류 및 실업 문제도 가장 심각하지 않은 곳입니다. 저는 재무장관이 되면 2011년에 양원에서 
통과된 California 공공 은행 설립법을 되살리는 데 힘쓰겠습니다. 공공 은행을 통해 현재 일자리 창출 인프라 
사업 및 공공 서비스의 이자 비용으로 지출되는 막대한 금액을 회수하여 주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을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월스트리트 카지노에서 벗어나 주민에게 이윤이 돌아가는 우리를 위한 은행을 만들 
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publicbanksolution.com을 참조해 주십시오.

JOHN CHIANG  electjohnchiang@gmail.com 
민주당  electjohnchiang.com

주 회계감사관 John Chiang은 캘리포니아 주민의 세금을 지키는 독립적인 감시자로 일해 왔습니다. 차기 주 
재무장관으로 선출된다면 정부 지출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강화하는 데 더욱 주력할 것입니다. John Chiang은 
낭비, 사기, 남용을 근절하여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지켰습니다. John Chiang는 자신의 감사 권한을 발휘하여 
낭비되거나 잘못 관리되던 약 70억 달러의 세금을 찾아냈습니다. Bell 시 스캔들이 터지자 John Chiang은 
온라인에 급여 정보를 게시하여 주민들이 남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John Chiang은 은행 및 기업의 
채무자였던 주민 수백만 명에게 27억 달러의 현금과 1억 8,100만 달러 상당의 주식을 돌려주었습니다. John 
Chiang은 40개 생명보험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고, 보험 가입자와 수익자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던 
업계의 관행을 뿌리 뽑는 앞장섰습니다. 결국 18개 보험사는 합의 절차를 통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2억 6,700
만 달러, 전국에서는 24억 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John Chiang은 연금 및 윤리 개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연금 과다 지급(pension spiking) 행위를 근절시켰고 주 공무원 은퇴자의 의료비 일시차입금 
관련 위기를 조기에 진화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John Chiang의 사무실에서는 노인 및 근로 가정을 위한 세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여 수백만 달러의 환급 및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는 중소기업과 비영리 
기관이 복잡한 세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무료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John Chiang은 주 정부에서 
주민을 위해 일해 왔습니다. John Chiang이 계속 우리를 위해 싸울 수 있도록 차기 California 주 재무장관으로 
선출해 주십시오. www.electjohnchi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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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

성명서의 순서는 추첨에 의해 결정됩니다. 본문의 각 성명서는 입후보자 자신이 제공한 것으로 
그 정확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각 성명서는 입후보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하여 

입후보자의 비용으로 인쇄된 것입니다. 성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후보자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 주 최고 법무 책임자로서 주 법의 공정하고 올바른 시행을 보장합니다.

• 주 정부 법률 서비스를 담당하고 지방 법 집행 기관을 지원하는 법무부를 지휘합니다.

• 주 정부 소송에서 수석 변호인의 역할을 맡습니다.

• 카운티 지방검사, 보안관을 비롯한 법 집행 기관을 감독합니다.

ORLY TAITZ 29839 Santa Margarita, Ste. 100 (949) 683-5411 
선호 정당 없음 Rancho Santa Margarita, CA 92688 orly.taitz@hushmail.com 
  runorlyrun.com

Orly Taitz, Esq. 박사는 정식 변호사 겸 CA에서 정식 면허를 받은 의사이며 여성 기업가이자 27년간 결혼 생활을 
하며 세 아들을 키운 어머니입니다. Taitz는 캘리포니아 주민의 헌법상 권리와 시민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Taitz는 검찰총장으로 선출되면 헌법에 위배되게 CA의 준법 주민을 감시하는 NSA의 활동을 금지할 
것입니다. NSA가 Google, Facebook, Yahoo, 기타 업체를 이용하여 CA 주민, 공직 후보자, 선출직 후보자, 판사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위법 행위를 금지할 것입니다. 기업에게는 면제되면서 일부 CA 주민에게는 부과되는 
위법적이고 차별적인 Obamacare 과세를 무효화할 것입니다. 주민을 갈취하고 강탈하는 자들에게 자금을 
퍼붓기보다는 회수된 모기지 수익금을 주택 소유자 및 채권자 지원에 사용할 것입니다. CA의 기업과 농업을 
황폐화시키고 절실히 필요한 농업 용수를 빼앗아 간 EPA 명령을 무효화할 것입니다. TPP, TAFTA, NAFTA, 
WTO-GATT 등 주민의 직장과 환경, 급여와 복리후생 혜택을 빼앗는 각종 무역 협정 CA 조항을 무효화할 
것입니다. 재판 없이 무기한 감금을 허용하는 NDAA 조항을 무효화할 것입니다. 기업과 주 정부의 파산을 
가져온 일시차입금 연방 명령을 무효화할 것입니다. 선거 부정을 근절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잘못된 유권자 
등록 정보를 삭제하고, 후보자의 준법성을 강화하고, 법 집행자 및 전문가가 제시한 모든 증거를 무시하고 
인도네시아 시민권을 유지하기 위해 위조 병역 증명서, 위조 출생 증명서, E-verify와 SSNVS 모두 통과하지 
못한 CT 사회 보장 번호를 Obama에게 제출했던 주 공무원들을 기소할 것입니다.

JONATHAN JAECH 3200 E. 3rd St. jonathan@jaech.net 
자유당 Los Angeles, CA 90063 www.jaech.info

권리 장전 수호, 2차 수정안 포함 개인 정보 보호. 마리화나 금지 철폐. 사형 폐지. 경찰의 직권 남용 기소. 시민 
자산의 몰수 금지.

JOHN HAGGERTY 1400 Coleman Ave., Suite C-21 (408) 988-2019 
공화당 Santa Clara, CA 95050 johnkhaggerty@yahoo.com 
  www.electjohnhaggertyattorneygeneral.com

안녕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를 범죄로부터 확실하게 지켜주고 주 헌법을 수호할 검찰총장이 필요합니다. 
이는 California 주법에서 정한 검찰총장의 의무입니다. John Haggerty는 검찰총장으로 선출되면 1) 사형 집행이 
더 이상 연기되지 않게 하고 2) 변명이 아닌 결과를 중요시하면서 우리 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의 폭력 및 절도 범죄와 싸우고 3) 발의안 8, 13, 209 등 California에서 민주적으로 제정된 법을 지키면서 
이를 위해 어떤 소송도 불사하고 4) 불법 이민을 막고 5) 주 전체를 대상으로 상점 절도 및 폭력적인 부랑 
행위에 반대하는 효과적인 선거운동에 앞장서고 6) 각 정부 기관 및 대중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주 전체의 
사법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7) 캘리포니아 주민이 원한다면 두 개의 주, 즉 북가주와 남가주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John Haggerty는 1987년부터 California 변호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극악한 살인 범죄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수단으로 사형 제도를 존속시키는 데 힘써 
왔습니다. 정부 내 역차별을 없애고 정치인의 임기를 제한하고 California 배심원 지침을 개선하고 퇴역 군인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교육에서 부모의 선택을 확대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인 결혼 제도를 지키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John Haggerty
는 California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면 영광으로 여길 것입니다. 2014년 6월 3일, 꼭 John Haggerty를 
검찰총장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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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감독관 ★

성명서의 순서는 추첨에 의해 결정됩니다. 본문의 각 성명서는 입후보자 자신이 제공한 것으로 
그 정확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각 성명서는 입후보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하여 

입후보자의 비용으로 인쇄된 것입니다. 성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후보자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  보험부의 모든 기능을 감독하고 지휘합니다.

•  보험사 허가, 규제, 심사를 담당합니다.

•  보험업과 관련된 일반인의 문의 및 불만을 처리합니다.

•  California 보험법을 시행하고 법 집행을 위한 규정을 채택합니다.

TED GAINES    ted@tedgaines.com 
공화당    www.tedgaines.com

저는 지난 30년간 가족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제 고객을 위해 보험사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선출직 
공무원이 되고서는 주민을 위해 정부의 관료주의와 싸워야 했습니다. 보험감독관이 되면 California 보험 
시장에서 경쟁과 경제 성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경쟁 시장에서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과 유리한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California 주 보험부는 현재의 수뇌부 아래 기업을 내쫓는 
적대적인 관료주의 기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 시장에 사기와 남용이 만연해 있습니다. 저는 
보험감독관으로서 사기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노인과 가장 취약한 시민을 노리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기소하겠습니다. 그러나 보험 제도상의 남용도 심각합니다. 이는 범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소비자에게 
수백만 달러의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주는 보험 비용은 너무 높으며, 여기에는 사소한 소송도 
큰 이유로 작용합니다. 보험감독관으로서 저는 소송의 남용을 단속하고 Sacramento에서 법정 변호사와 그들의 
로비스트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보험감독관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우리 주의 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6월 3일에 여러분의 한 표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tedgaines.com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DAVE JONES  915 L Street #C124  (916) 349-4236 
민주당  Sacramento, CA 95814  teamdavejones@gmail.com 
    www.davejones2014.com

4년 전,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소비자를 위해 싸우고 보험사가 책임을 다하게 할 보험감독관으로 Dave Jones
를 선택했습니다. Dave Jones는 과도한 자동차 및 주택 보험료를 낮춰 소비자들이 14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용기 있고 청렴하며 독립적인 입장에서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보험감독관이 
필요합니다. 바로 Dave Jones 같은 사람입니다. Dave Jones는 보험사의 기부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수백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는 
보험사가 병력 있는 고객을 차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자폐증을 앓는 어린이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Jones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규제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들이 사망한 
보험 가입자의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Jones는 전국적인 조사를 주도하여 수억 달러의 
보상금을 받아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 사기를 당할 경우 캘리포니아 주민의 부담이 커집니다. Jones가 취임한 
이래 보험부는 2,000 건이 넘는 사기를 적발하고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Jones는 노인을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고령자를 노리는 범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범죄자 기소를 도왔습니다. 
Jones는 보험사가 California의 다양한 기업들과 장애 재향군인들이 판매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Dave Jones 덕분에 보험사들은 기후 변화가 미칠 영향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Jones는 보험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100,000 명이 넘는 소비자들을 도왔습니다. 소비자들을 위해 1억 8,200
만 달러를 회수했습니다. California 주 소비자 연맹은 Dave Jones를 "소비자를 위한 챔피언"으로 선정했습니다. 
보험감독관 Dave Jones는 우리를 위해 싸웁니다. 민주당의 Dave Jones를 보험감독관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www.davejones2014.com을 찾아 주십시오.

NATHALIE HRIZI  2969 Mission St.  (415) 821-6171 
평화자유당  San Francisco, CA 94110  hrizi2014@gmail.com 
    www.hrizi2014.org

양질의 의료 서비스는 보편적 권리입니다! 보험사를 없애야 합니다! 평화자유당에 등록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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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fornia 조세형평국 지구

조세형평국 지구 내 카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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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지구
Alpine, Amador, Butte, Calaveras, El Dorado, Fresno, 
Inyo, Kern, Kings, Lassen, Los Angeles, Madera, 
Mariposa, Merced, Modoc, Mono, Nevada, Placer, Plumas, 
Sacramento, San Bernardino, San Joaquin, Shasta, Sierra, 
Siskiyou, Stanislaus, Sutter, Tulare, Tuolumne, Yuba

제 2 지구
Alameda, Colusa, Contra Costa, Del Norte, Glenn, 
Humboldt, Lake, Marin, Mendocino, Monterey, Napa, 
San Benito, San Francisco, San Luis Obispo, San Mateo, 
Santa Barbara, Santa Clara, Santa Cruz, Solano, Sonoma, 
Tehama, Trinity, Yolo

제 3 지구
Los Angeles, San Bernardino, Ventura

제 4 지구 
Imperial, Orange, Riverside, 

San Bernardino, San Diego

제 1 지구
제 2 지구
제 3 지구
제 4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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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형평국 ★

성명서의 순서는 추첨에 의해 결정됩니다. 본문의 각 성명서는 입후보자 자신이 제공한 것으로 
그 정확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각 성명서는 입후보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하여 

입후보자의 비용으로 인쇄된 것입니다. 성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후보자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선출직으로 구성되고 다음 기능을 담당하는 주 조세 위원회인 조세형평국에서 활동합니다.

• 판매세 및 사용세, 담배세, 주세, 연료세 등 수십 가지의 세금 및 수수료 제도 운영을 감독합니다.

• California의 소득세 및 면허세 소송에서 항소 기구의 역할을 합니다.

• 주 전체의 재산세 업무를 감독합니다.

제1 지구
GEORGE RUNNER 43759 15th Street, West, PMB25 (916) 790-6075 
공화당 Lancaster, CA 93534 info@georgerunner.com 
  www.georgerunner.com

저는 납세자를 대변하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매일 납세자 여러분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13을 수호하고 California의 가정 및 기업에 대한 증세에 반대하는 등 납세자에게 더 큰 부담을 주려는 
특별 이익 단체에 단호하게 맞서 왔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Howard Jarvis 납세자 협회 등에서 저의 재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기업가로서 저는 이 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음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California는 기업가를 좌절시키기보다는 민간 분야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세무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함께 신규 사업자 보증금 제도를 폐지하여 정부 계좌에 묶여 있던 
수억 달러를 정당한 소유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다른 납세자 옹호자들과 연대하여 California의 주택 소유자 
및 노인에게 부과되는, 부당하고 위법적인 "소방세(Fire Fee)" 폐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기필코 
승소하여 수백만 달러를 납세자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의회에서 활동하던 시절에 미국에서 가장 
엄격하게 성 범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제시카법(Jessica’s Law) 제정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유괴되었던 아동 
200여 명이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는 데 큰 역할을 했던 California 앰버 경보(Amber Alert)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www.georgerunner.com을 찾아주시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California 정부가 납세자의 요구에 귀기울이고 더욱 책임을 다하도록 이끌고자 하는 저의 사명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CHRIS PARKER P.O. Box 161527 (916) 538-9833 
민주당 Sacramento, CA 95816-1527 parkerforboe@gmail.com

California의 조세 위원회에 적합한 세무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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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지구
FIONA MA 1032 Irving Street #908 (415) 845-5450 
민주당 San Francisco, CA 94122 fiona@fionama.com 
  www.fionama.com

저는 조세형평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데 힘쓰겠습니다. 저는 소기업 경영자로서 
그리고 우리 지역의 기업을 고객으로 둔 공인회계사로 일하면서 공공 서비스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지금 저는 투철한 직업 윤리, 현실적이고 검증된 이력을 바탕으로 조세형평국에서 
California 납세자를 위해 싸우려 합니다. California는 매년 지하 경제에서 80억 달러의 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수 부족은 꼭 필요한 공공 서비스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 경제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므로 근면 성실한 캘리포니아 주민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업 감사를 맡았던 경험과 
재무제표 관련 지식을 활용하면서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사기 행위와 세금 과소 신고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저는 지방 재산세 재심위원회 감독관을 지냈고 재산세 재심 심리를 진행했으며 San Francisco 
감독관으로 선출된 바 있습니다. 또한 California 주 하원의원으로 일하면서 기업의 번영을 지원하고 California
가 다른 주보다 뛰어난 경쟁력을 갖도록 뒷받침하는 여러 세금 관련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회계학 학사, 
세무학 석사, MBA를 취득했으며 1992년부터 California 공인회계사로 활동해 왔습니다. 제 목표는 California가 
공정하고 능률적인 세금 징수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우리 주의 근로 가정이 번영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2014년 6월 3일, 여러분의 한 표를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 지구
JEROME E. HORTON 6221 Overhill Blvd. (310) 402-4705 
민주당 Los Angeles, CA 90043 jehorton@sbcglobal.net 
  http://boardofequalizationjehorton.com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 조세형평국(BOE) 의장을 맡아 36년간 BOE, 입법, 재무 관련 직책을 맡으면서, 특히 26
년간 BOE에 몸담으면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캘리포니아 주민을 보호하고 봉사하는 크나큰 특권을 누렸습니다. 
저는 18세에 인턴직으로 위원회와 인연을 맺었고 빠르게 승진하여 영업세법 책임 고문을 지낸 후 California 주 
입법부에 들어갔습니다. 이후에는 California 의료 지원 위원회와 California 노동 투자 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의료 
서비스, 양질의 일자리,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2010년에 BOE에 선출되어 납세자 권리 장전을 
제정했습니다. 저의 재직 기간에 130만 명의 기업가들이 창업하고 사세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왔고 1,380억 달러가 
넘는 주 및 지방 서비스 수익을 관리했습니다. 기업 범죄 척결안을 발의하여 인신매매에 맞서고 불법 사업을 
벌인 범죄자 128명을 체포하고 수 톤에 달하는 불법적이고 건강에 해로운 상품을 우리의 거리에서 몰아내는 데 
기여했습니다. 저는 빈곤 퇴치 캠페인을 통해 수천 명의 California 납세자들이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게 했고 빈곤 퇴치에 힘쓰는 비영리 기관을 지원했습니다. 인턴십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젊은이들에게 
교육 및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 것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http://boardofequalizationjehorton.com에서 Horton
이 발의한 32개의 다른 법안과 기타 자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California의 교사, 소방관, 
간호사, 경찰, 납세자, 중소기업과 함께 저의 재선을 지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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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지구
NADER SHAHATIT 28793 Beattie St. (909) 440-8769 
민주당 Highland, CA 92346 shahatitnader@yahoo.com 
  electnadershahatit.com

"나는 당신을 선택하겠어요." 제가 요즘 유권자 여러분과 제 동료들로부터 듣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대변자가 
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DIANE L. HARKEY 31878 Del Obispo #118; PMB106 (949) 240-6959 
공화당 San Juan Capistrano, CA 92675 diane@dianeharkey.com 
  www.dianeharkey.com

저는 Howard Jarvis 납세자 협회, California 상공회의소를 비롯하여 기업, 납세자, 공공 안전을 위해 설립된 
많은 단체로부터 변함없이 높은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제가 낭비를 적발하고 증세에 반대하고 주 정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능률성을 높이는 데 성공을 거둬 왔기 때문입니다. 조세형평국은 명확한 세금 정책을 마련하고 
분쟁을 해결하고 규정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 즉 비대하고 무능한 정부 때문에 
활력을 잃은 주민과 기업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제 목표는 간단합니다. 은밀한 증세, 과도한 감사, 소송, 기업 
활동을 옥죄는 명령과 싸우면서 주민과 커뮤니티의 번영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에 힘쓰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혜택을 누리고 일자리를 얻고 더 많은 수입을 올리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 정책에 주력한다면 정부의 낭비와 
부채는 줄어들 것입니다. 저는 주 하원에서 잘못된 고속 철도 계획을 폭로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Cap 
and Trade) 프로그램의 숨은 비용을 밝히고 감시를 강화하고 주요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공공 안전, 교육, 운송과 
같은 중요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가뭄에 대비한 저수 시설 확충을 지원했습니다. 저는 금융 
전문가로 일하면서 개인과 기업이 번거로운 행정 규제를 극복하고 경기 불황과 호황 시기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사업을 확장하고 우수한 일자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가족을 부양, 
교육하고 연로한 부모, 어린 자녀와 손녀 모두에게 밝고 안정된 미래를 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California는 
천연 자원과 인적 자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30년간 함께한 제 남편과 저는 여기서 제 딸을 키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단결한다면 다시 한 번 이 나라 최고의 번영, 기회,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에 여러분의 
한 표를 정중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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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최고 공립학교 책임자로서 지방 교육구에 교육 정책과 지침을 전달합니다.

• 교육부의 모든 기능을 지휘하고 주 교육위원회에서 제정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 직권상 주 고등교육 제도 이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합니다.

• 학업 성취 향상을 위해 교육 커뮤니티와 공조합니다.

MARSHALL TUCK 8885 Venice Blvd. (323) 332-9859 
 Los Angeles, CA 90034 hello@marshalltuck.com 
  marshalltuck.com

California의 공립학교가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하려면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학교들은 읽기 및 수학 능력에서 전국 45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주 정부는 학생들의 성공에 도움이 될 
변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California에서는 정치인들이 교육과 관련된 지나치게 많은 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교육 관료들이 일선 학교를 지나치게 통제합니다. 무너져 가던 학교를 되살린 검증된 이력을 가진 후보는 
저뿐입니다. 제가 Los Angeles에서 총 학생 수가 15,000명에 달하는 17개 공립학교로 구성된 단체를 이끌던 
시절에 졸업률이 60% 상승했습니다. 혁신적인 "부모 대학(Parent College)"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학부모의 
학교 참여 모델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California의 방대한 학교 시스템을 구성하는 수많은 
학교 중에서 우리 학교들이 학력 향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앞서 저는 9곳의 차터스쿨 신설을 주도하여 
학부모들에게 낙후된 학교를 대신할 최고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정치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저는 어떤 정당에도 관계하지 않는, 독립적인 
입장에서 학부모와 학생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첫째 교육 관료주의와 무익한 프로그램을 없애고 교실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겠습니다. 둘째, 학부모가 일선 학교에 대해 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자녀 교육에서 더 큰 
역할을 맡게 하겠습니다. 셋째, 모든 학생이 유능한 교사와 교장, 대학 진학이 가능한 교과과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www.marshalltuck.com을 찾아주시면 제 계획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제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주 교육감에 출마했습니다. 
California의 어린이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TOM TORLAKSON P.O. Box 21636 (925) 386-6774 
 Concord, CA 94521 tom@tomtorlakson.com 
  www.tomtorlakson.com

제가 교사로 일하면서 배웠던 것은 교육감이 된 지금도 변함없는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 예산에 대한 
결정은 Washington이나 Sacramento의 정치인이 아닌 학부모, 교사, 학교가 스스로 내려야 합니다. 교사인 저는 
공립학교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여기는 이들과 다른 가치를 추구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우리 학교가 직면한 
복잡한 재정 문제에 매달리면서도 교육 축소에 맞섰고 지방 커뮤니티와 일선 학교에 더 큰 권한을 돌려주는 
개혁을 지지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직업을 갖고 취업하는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직업 및 기술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과 후에 많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 최대 규모의 방과 후 프로그램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지원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 대상 성범죄 예방을 포함하여 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마약, 갱, 총을 몰아내기 위해 앞으로 더욱 혼신을 다할 것입니다. 교육은 팀워크를 필요로 합니다. 
자랑스럽게도 California 주 고속도로 순찰대원 협회를 비롯한 권위 있는 법 집행 관련 단체와 간호사, 소방관, 
California 교사 여러분들이 저를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교육을 제공하려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과 그들의 미래를 위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지와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후보자 성명서  | 39

★ 공교육 교육감(무소속 공직) ★	 계속

성명서의 순서는 추첨에 의해 결정됩니다. 본문의 각 성명서는 입후보자 자신이 제공한 것으로 
그 정확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각 성명서는 입후보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하여 

입후보자의 비용으로 인쇄된 것입니다. 성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후보자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LYDIA A. GUTIÉRREZ P.O. Box 1274 (310) 503-0389 
 Lomita, CA 90717 lydia@lydia4schools.com 
  www.lydia4schools.com

저는 아이들을 최우선에 두면서 삶의 에너지와 열정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의 학업 성공을 위한 
최상의 방법은 학부모, 교사, 지방 교육위원회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5년간 교단에, 6년간 주민 
의회에 몸담고 또한 우주 항공 관리자로도 일하면서 21세기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특별한 관점과 식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약속드립니다. 교양 과목이 홀대받게 만들고도 학업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연방 정부의 의무 
시험 제도에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발전적이고 연령에 적합한 "과학적으로 검증된" 기준을 도입하겠습니다. 
물론 장애 학생을 위한 기준도 포함됩니다. 아이들을 성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법안을 강력히 추진하고 
갱단 생활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방과 후 지도 등 오로지 아이들의 교육에 세금을 
사용할 것을 보장하며, 이를 위해 공립학교와 차터스쿨의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일부 "칼리지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서 미술, 음악, 문학과 주요 과목을 균형적으로 포함시켜 혁신적인 사고의 토양을 
마련하겠습니다. 즉 모든 학교에서 생활 기술 및 전문 직업 기술을 지도하여 학생들이 졸업 후 곧바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건국의 시조들, 헌법, 미국의 자주권 등 교과서의 모든 내용에서 정확성을 
기하겠습니다. 자랑스럽게도 California 전체 학부모와 일선 학교 교사들이 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최우선에 두는 교육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영광스럽게 여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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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제41호
2013–2014 정기 회기의 주 하원 법안 639에 의해 

발의된 본 법안(2013년 제정법, 727장)은 California 
주 헌법 XVI조의 조항에 따라 일반 대중에게 제안된 
것이다.

본 발의안에서는 군사 및 재향군인법(Military and 
Veterans Code)에 절(section)을 추가한다. 따라서, 
새로 추가하도록 제안된 조항이 신규 조항임을 
나타내기 위해 이탤릭체로 인쇄한다.

발의 법안

1절. 5y조(998.540절로 시작)가 군사 및 재향군인법 
제4부 6장에 추가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y조. 2014 재향군인 주택 공급 및 노숙자 
방지를 위한 공채법

998.540. 본 조는 2014 재향군인 주택 공급 및 
노숙자 방지를 위한 공채법으로 알려져야 하며 
인용될 수 있다.

998.541. (a) California 주는 거의 2백만에 달하는 
재향군인들의 고향으로, 이 숫자는 미국 내 어느 
주보다도 많으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례가 없는 
수의 California 출신 참전 용사들이 우리 커뮤니티로 
돌아올 예정이며, 이들 중 다수가 주택 공급, 일자리, 
정신 건강 및 약물 치료, 그리고 신체 기능 회복 
훈련을 필요로 한다.

(b) 유감스럽게도 California 주는 노숙 재향군인의 
수 또한 국내 최고 수준으로, 국내 노숙 재향군인의 
거의 25 퍼센트가 California 주에 살고 있으며,  
19,000여 명에 달한다. California 연구조사 사무국에 
따르면,  Los Angeles는 노숙 재향군인 숫자에서 1위를 
기록했고, San Diego 지역이 3위, 그리고 San Francisco
베이 지역이 9위를 기록했다.

(c) 더욱이, 더 많은 OIF/OEF 재향군인들이 
노숙자로 전락하고 있으며, 여성 재향군인 및 그들의 
자녀들도 노숙 재향군인 인구의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국내 노숙 재향군인 인구 구성의 
국면이 변화하고 있다.

(d) 여성 재향군인이 겪은 성폭행에 의한 외상 
발생률의 증가 뿐만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약물 남용 및 실업 또한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노숙 재향군인들은 감옥, 병원, 치료 프로그램 등을 
넘나드는 생활이 자주 반복되어, 생활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서비스들 또한 
불균형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e) 주의회는 우리 지역 재향군인들에게 필요한 
주택 공급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협조적이며 
비용 효율적인 접근 방법을 진척시켜야 한다. 그러한 
접근 방법은 주택 공급 및 서비스를 조정할 뿐만 
아니라 공공 및 민간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f ) 5년 전, 주는 발의안 제12호를 승인함으로써 
우리 재향군인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다. 이 발의안은 재향군인들이 CalVet 
주택 자금 융자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적으로 단독 
세대용 주택, 농장 및 이동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9억 달러($900,000,000) 
규모의 일반 공채 발행에 관한 것이다.

(g) 국가적인 경제 위기 및 주의 주택 공급 침체가 
재향군인들의 변화하는 인구 통계와 결합한 결과, 
발의안 제12호에 의해 승인된 농장 및 주택 자금 
융자 프로그램은 참가가 상당히 저조했다. 그 
발의안의 통과 5년 후, 전체 9억 달러($900,000,000)
는 2000년에 유권자들이 승인한  발의안 제 32
호로부터의 5억 달러($500,000,000) 중 일부가 
그러하듯 사용되지 않고 남아 있다.

(h) 그러는 동안, 가격이 적당하고 지원이 있으며 
과도적인 다세대 주택에 대한 재향군인들의 수요는 
여전히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러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및 민간 자원도 여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

(i) California 주의 유권자들에게는 현재 재향 군인 
인구 구성의 변화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 수요에 더욱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발의안 제12호 재향군인 공채 
프로그램을 재편성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j) 2014 재향군인 주택 공급 및 노숙자 방지를 
위한 공채법은 기존의 발의안 제12호의 공채 자금 중 
6억 달러($600,000,000)를 재편성하여, 재향군인들을 
위한 다세대 주택의 건설 및 재건 용도로 잡아 두고, 
서비스를 주택 공급에 맞춰 조정하는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공채 자금을 
재편성해도, 이 법은 여전히 기존 CalVet 농장 및 주택 
자금 융자 프로그램을 위한 5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유지한다.

(k) 2014 재향군인 주택 공급 및 노숙자 방지를 
위한 공채법은 재향군인들을 위한 주택 공급 및 
서비스 옵션을 확대하고, 공공 기금을 비용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노숙 재향군인의 수와 그에 
수반되는 공공 비용을 줄이고, California 주를 2015
년까지 재향군인들이 노숙자가 되는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의 중심에 서게 할 
것이다.

998.542. (a) 주 일반공채법(정부법 제2권 제4부 
제3편  4장( 16720절로 시작))은 간간이 수정되었으며, 
여기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article)
에 의해 발행이 승인된 공채,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된 것의 발행, 판매 및 상환을 목적으로 
채택된 것이며, 해당 법의 조항들은 마치 본 조 내에 
전부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본 조 내에 포함된다. 본 
조 내에서 언급한 모든 "여기에(herein)"는 본 조와 
해당 법 둘 다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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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주 일반공채법을 위해 재향군인 업무부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는 이사회라고 칭한다. 

재향군인 업무부는 캘리포니아 주 주택 금융국(California 
Housing Finance Agency) 및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

(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와 협의하여 이사회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998.543. 여기에 사용된 바와 같이, 아래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a) "이사회(Board)" 는 재향군인 업무부를 의미한다.

(b) "공채(Bond)" 는 재향군인 공채를 의미하며, 주 

일반공채법을 채택한 본 조에 따라 발행된 주 

일반공채이다.

(c) "공채법(Bond act)" 이란 주 일반공채의 발행을 

승인하고 주 일반공채법을 참고 문헌으로 채택한 본 

조를 의미한다.

(d) "위원회(Committee)" 는 998.547절에 따라 설립된 

재향군인 주택 공급을 위한 재정 위원회(Housing for 
Veterans Finance Committee)를 나타낸다.

(e) "기금(Fund)"은 998.544절에 따라 설립된 재향군인 

주택 공급 기금(Housing for Veterans Fund)을 나타낸다.

998.544. (a) 총액 6억 달러($600,000,000) 또는 

그 중 필요한 만큼의 상당 액수에 해당하는 공채는 

어떠한 상환채 금액 또는 그 중 필요한 만큼의 상당 

액수를 포함하지 않으며, (b)항에 표시되어 있는 

목적들을 수행하는 데 사용될 기금을 제공하고 

정부법 16724.5절에 따라 일반공채 비용 회전 자금을 

변제하기 위해 발행 및 판매될 수 있다. 공채는 판매될 

때 California 주의 유효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채무여야 하며, 이로써 California 주의 충분한 신뢰와 

신용이 원리금의 지급 기일이 될 때 공채의 원금과 

이자를 기한대로 지불할 것임을 보증한다.

(b) 본 절에 따라 발행 및 판매된 공채의 수익금은  

2014 재향군인 주택 공급 및 노숙자 방지법(3.2조 

(987.001절로 시작))에 의해 재향군인과 그 

가족들에게 다세대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재향군인과 그 가족에게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법을 개정하거나 후속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모든 차후의 법률 제정 과정에 

이사회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c) 주의회는 때때로 프로그램의 효율성, 효과 및 

책임성 개선을 목적으로, 그리고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목표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수결에 의해 본 법률의 

조항을 개정할 수 있다.

(d) 본 조에 의해 발행 및 판매된 공채의 수익금은 

재향군인 주택 공급 기금(Housing for Veterans Fund)
에 예치되어야 하며, 이 기금은 이에 의하여 신설된다.

998.546. 본 조에 의해 승인된 공채는 주 
일반공채법(정부법 제2권 제4부 제3편 4장 (16720
절로 시작))에 규정된 대로 준비, 실행, 발행, 판매, 
지불 및 상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법 16727절의 
(a)항과 (b)항을 제외한 주 일반공채법의 모든 조항이 
해당 공채 및 본 조에 적용되어야 하며, 이로써 마치 
본 조 내에 전부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본 조 내에 
편입된다.

998.547. 재향군인 주택 공급을 위한 재정 
위원회는 본 조에 의해 승인된 공채를 주 일반공채법에 
따라 발행 및 판매하는 것을 인가하기 위한 목적만을 
위해 설립된다. 본 조를 위해, 재향군인 주택 공급을 
위한 재정 위원회는 약칭 "위원회(committee)"로 하며, 
이 용어는 주 일반공채법에서도 사용된다. 위원회는 
회계감사관(Controller), 재무장관(Treasurer), 재무 
국장(Director of Finance), 상무, 소비자 서비스 및 
주택부 장관(Secretary of Business, Consumer Services, 
and Housing) 및 재향군인 업무부 장관(Secretary of 
Veterans Affairs) 혹은 그들이 지정한 대리인들로 
구성된다. 재무장관이 위원회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위원회에서 과반수가 모여야 
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다.

998.548. 위원회는 998.544절에 명시된 조치들을 
수행하기 위해 본 조에 따라 승인된 공채를 발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만약 그렇다면, 발행 및 판매할 공채 
금액도 결정해야 한다. 계속적으로 그러한 조치들을 
수행하도록 공채의 연속 발행이 승인되어 판매될 수 
있으며, 발행 승인을 받은 모든 공채가 어느 한 시점에 
판매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998.549. 주의 정규 세입에 더하여, 해마다 공채의 
원리금을 지불하는 데 필요한 액수를 모두 합한 
금액을, 매년 동일한 방식으로 주의 다른 세입을 
징수할 때 함께 징수해야 한다. 그러한 추가적인 합계 
금액을 징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세입 징수에 관한 직무를 맡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의 의무이다.

998.550. 정부법 13340절에도 불구하고, 다음 
금액의 총액과 같은 금액이 본 조를 위해 국고의 일반 
기금으로부터 충당된다.

(a) 본 조에 의거, 발행 및 판매된 공채에 대한 
원리금의 지급 기일이 될 때, 그러한 원리금을 
지불하는 데 필요한 연간 총액

(b) 회계 연도를 고려하지 않고 충당된 것으로, 
998.551절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총액

998.551. 본 조를 이행하기 위해, 재무 국장
(Director of Finance)은 본 조의 이행을 목적으로, 
위원회로부터 판매 승인을 받았으나 팔리지 않은 
공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일반 
기금으로부터의 인출을 인가할 수 있다. 인출된 모든 
금액은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본 절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된 모든 금액은, 본 조 이행을 목적으로 
공채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에서 일반 기금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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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552. 공채 발행 비용 지불에 사용된 
프리미엄을 초과하여, 판매된 공채에 대한 프리미엄과 
미수 이자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기금에 예치된 모든 
금액은 해당 기금에 남겨두어야 하며, 공채 이자 
비용에 대한 공제액으로서 일반 기금으로 넘겨주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998.553. 정부법 제2권 제4부 제3편 4장(16720
절로 시작)에 의거하여, 공채 발행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는 공채 판매로 생긴 프리미엄을 포함한 공채 
수익금에서 지불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은 본 
공채법을 통해 자금을 제공받는 각 프로그램에 대해 
비례적으로 나눠져야 한다.

998.554. 이사회는 본 조 이행을 목적으로 정부법 
16312절에 따라, 공동자금 투자 계정(Pooled Money 
Investment Account)으로부터의 대출을 공동자금 투자 
위원회(Pooled Money Investment Board )에 신청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기업어음을 포함(단, 그에 국한하지 
않음)하여, 또 다른 인가된 형태의 중간 금융이 
포함된다. 신청 금액은 위원회가 결의안을 통해 본 조 
이행을 목적으로 판매를 승인했으나 팔리지 않은 
공채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사회는 대출을 
받고 상환하기 위해 공동자금 투자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대출받은 모든 
금액은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본 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배분한다.

998.555. 공채는 정부법 제2권 제4부 제3편 4장의  
6조(16780절로 시작)에 따라 상환될 수 있으며, 이 
조는 주 일반공채법의 일부에 해당한다. 본 조에 
기술된 공채의 발행에 대해 주의 유권자들이 승인하는 
것에는 원래 본 조에 의해 발행된 공채를 상환하기 
위해 발행된 공채 또는 이전에 발행된 상환채에 대한 
발행 승인도 포함된다.

998.556. 본 조 또는 주 일반공채법의 기타 
조항에도 불구하고, 재무장관은 공채 수익금의 투자 
및 그 수익금에 대한 수입의 투자를 위해 별도의 
계정을 유지할 수 있다. 재무장관은 리베이트, 벌금 
또는 그 밖에 연방법 하에 요구되는 지불금을 
지급하거나, 연방 세법에 따라 요구되거나 바람직한 
그러한 공채 수익금의 투자 및 사용과 관련하여 또 

다른 조치를 취하거나, 혹은 캘리포니아 주의 기금을 
위해 연방법 하에서 다른 이익을 얻기 위해, 수익금 
또는 수입을 사용하거나 사용을 지시할 수 있다.

998.557. 본 조에 의해 승인된 공채 판매로 얻은 
수익금의 경우, 그 용어가 California 주 헌법 XIII B
조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조세 수익금(proceeds of 
taxes)" 이 아니므로, 주의회는 이러한 수익금의 
지출은 해당 조에서 부과한 제한사항의 영향을 받지 
않음을 밝힌다.

발의안 제42호
2013–2014 정기 회기의 상원 헌법 수정안 3(2013년 

제정법, 결의안 123장)에 의해 제안된 본 수정안에서는  
California 주 헌법에 속한 절(section)을 수정하므로, 
명백히 캘리포니아주 헌법을 수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 추가하도록 제안된 조항은 신규 
조항임을 나타내기 위해 이탤릭체로 인쇄한다.

I조 3절 및 XIII B조 6절에 대해 제안된 수정안

첫 째—I조 3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절. (a) 대중은 자신들의 대표에게 표결을 

지시하고, 고충 처리를 위해 정부에 탄원하며, 공익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 자유롭게 집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

(b) (1) 대중은 자신들의 관심사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으며, 따라서, 공공 단체의 
회의 및 공직자와 공공 기관의 문서는 대중이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2) 본 항(subdivision)의 발효일에 시행 중인 것들을 
포함하여, 법령, 법원 규칙 또는 기타 판례의 경우, 
그것이 대중의 접근권을 진전시킨다면 폭넓게 
해석되어야 하며, 그것이 접근권을 제한한다면,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 본 항의 발효일 이후에 채택되었으며 
접근권을 제한하는 법령, 법원 규칙 또는 기타 판례의 
경우, 접근권 제한으로 권익이 보호되며 그러한 권익 
보호가 필요함을 입증하는 조사 결과도 채택되어야 
한다.

(3) 본 항 내의 어떠한 것도 1절에서 보장하는 
사생활 보호의 권리를 대체하거나 수정하지 않으며, 
보안관의 공직 수행 또는 전문적 자격 요건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나 발표를 관장하는 법정 절차를 
포함하여, 그것이 사생활 보호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 
어떠한 법령, 법원 규칙 또는 기타 판례의 해석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7절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정당한 법 절차 없이 
개인이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빼앗기거나 법의 
평등한 보호를 거부당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포함하여, 
본 항 내의 어떠한 것도 본 헌법의 조항을 대체하거나 
수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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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 항은 본 항의 발효일에 시행 중인 공공 
단체의 공공 기록 또는 공개 회의 접근권에 대한 헌법 
또는 법령상의 예외를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폐지하거나 무효화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법 집행 및  
검찰 기록의 기밀성을 보호하는 모든 법령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6) 본 항 내의 어떠한 것도 IV조의 7절, 주 법률 
또는 그러한 조항의 진척을 위해 채택한 입법 규칙에 
규정된 주 의회, 주 의회 의원 및 그 직원, 위원회, 
간부 회의의 공식 기록 및 회의록의 기밀성 보호책을 
폐지, 무효화, 대체 또는 수정하지 않는다. 또한, 
그것은 주 의회, 주 의회 의원 및 그 직원, 위원회 및 
간부 회의의 심의 내용과 관련하여 사법 절차 또는 
행정 절차에서 허용된 개시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 단락 (1)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공 단체의 회의 
및 공직자와 공공 기관의 문서에 대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 정부 기관이 California 
주 공공 기록법(정부법 제1권  제7부 3.5장(6250절로 
시작)) 및 Ralph M. Brown 법(정부법 제5권 제2부 제
1편 9장(54950절로 시작))을 준수해야 하며, 또한 
각각의 법률을 수정하고 후속 법률을 제정하거나 
후속 법률을 수정하는 차후의 모든 법률 제정 절차에 
응해야 하며, 이 때 이러한 법률 제정이 본 절의 
목적을 발전시킨다는 것을 입증하는 조사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둘째—XIII B조 6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6절. (a) 주 의회 또는 주 정부 기관이 지방 정부에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명령할 때마다, 주는 해당 지방 정부에 해당 프로그램 
또는 향상된 수준의 서비스를 위한 경비를 변제해 
주기 위한 자금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은 명령의 경우, 주 의회는 자금 지원을 제공해도 
되나 반드시 제공할 필요는 없다.

(1) 영향을 받는 지방 기관에서 요청한 입법부 명령

(2) 신규 범죄 정의 또는 기존 범죄의 정의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

(3) 1975년 1월 1일 전에 제정된 입법부 명령, 또는 
1975년 1월 1일 전에 제정된 법률을 최초 시행하도록 
하는 행정 명령이나 규제

(4) I 조 3절 (b)항의 단락 (7)의 범위 내의 법령에 
포함되는 입법부 명령

(b) (1) 단락 (2)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2005–06 
회계 연도 및 모든 후속 회계 연도에 대해, 지방 정부 
측 청구인의 비용을 법률상 주에서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이전 회계 연도에 결정한 명령의 경우, 
주의회는 연간 예산법(annual Budget Act) 내에서 
이전에 지불하지 않은 전체 지불금을 충당하거나, 
법률상 미리 정해진 방식으로 연간 예산법이 적용되는 
회계 연도에 대해서는 해당 명령의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

(2) 2004–05 회계연도 전에 발생했으나 2005–06 
회계연도 전에 지불되지 않았던 비용에 대한 지불 
청구는 법에 규정된 대로 수년간 나눠서 지불될 수 
있다.

(3) 종가 재산세 수입은 신규 프로그램 또는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위한 비용으로 지방 정부에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4) 본 항은 시, 카운티, 시와 카운티, 또는 특별 
선거구에 영향을 미치는 명령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5) 미래, 현재 또는 과거 지방 정부의 고용에서 
비롯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치거나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본 절의 영향을 받는 명령의 구성 요소가 
되는, 지방 정부 직원이나 퇴직자 또는 지방 정부 
고용인 조직의 절차적이거나 실질적인 보호책, 권리, 
혜택 또는 근무 상태를 규정하거나 인지하기 위한 
요건에는 본 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c) 신규 프로그램 또는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에 
대한 명령에는, 이전에는 전체적 또는 부분적 재정 
책임이 주에 있었던 필수 프로그램의 전체적 또는 
부분적 재정 책임을, 주의회가 주에서 시, 카운티, 
시와 카운티 또는 특별 선거구로 이양하는 것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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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MEDA 카운티
1225 Fallon Street, Room G-1 
Oakland, CA 94612 
(510) 272-6933 또는 (510) 272-6973  
www.acgov.org/rov

ALPINE 카운티
50 Diamond Valley Road 
Woodfords, CA 96120 
P.O. Box 158 
Markleeville, CA 96120 
(530) 694-2281  
www.alpinecountyca.gov

AMADOR 카운티
810 Court Street 
Jackson, CA 95642 
(209) 223-6465  
www.amadorgov.org

BUTTE 카운티
25 County Center Drive, Suite 110 
Oroville, CA 95965-3361 
(530) 538-7761 또는 
(800) 894-7761 (Butte County만 해당)  
http://buttevotes.net

CALAVERAS 카운티
891 Mountain Ranch Road 
San Andreas, CA 95249 
(209) 754-6376  
www.elections.calaverasgov.us

COLUSA 카운티
546 Jay Street, Suite 200 
Colusa, CA 95932 
(530) 458-0500 또는 (877) 458-0501  
www.countyofcolusa.org/elections

CONTRA COSTA 카운티
555 Escobar Street 
P.O. Box 271 
Martinez, CA 94553 
(925) 335-7800 또는 (925) 335-7874  
www.cocovote.us

DEL NORTE 카운티
981 H Street, Suite 160 
Crescent City, CA 95531 
(707) 464-7216  
www.co.del-norte.ca.us

EL DORADO 카운티
2850 Fairlane Court 
P.O. Box 678001 
Placerville, CA 95667 
(530) 621-7480 또는 (800) 730-4322  
www.edcgov.us/elections

FRESNO 카운티
2221 Kern Street 
Fresno, CA 93721 
(559) 600-VOTE (8683)  
www.co.fresno.ca.us/elections

GLENN 카운티
516 W. Sycamore Street, 2nd Floor 
Willows, CA 95988 
(530) 934-6414  
www.countyofglenn.net/govt/departments/
elections

HUMBOLDT 카운티
3033 H Street, Room 20 
Eureka, CA 95501 
(707) 445-7481  
www.co.humboldt.ca.us/election

IMPERIAL 카운티
940 W. Main Street, Suite 206 
El Centro, CA 92243 
(760) 482-4226 또는 (760) 482-4285  
www.co.imperial.ca.us/elections

INYO 카운티
168 N. Edwards Street 
P.O. Drawer F 
Independence, CA 93526 
(760) 878-0224 또는 (760) 878-0410  
www.inyocounty.us/Recorder/Clerk-Recorder.
html

KERN 카운티
1115 Truxtun Avenue, 1st Floor 
Bakersfield, CA 93301 
(661) 868-3590  
www.co.kern.ca.us/elections

KINGS 카운티
1400 W. Lacey Boulevard 
Hanford, CA 93230 
(559) 852-4401  
www.countyofkings.com

LAKE 카운티
255 N. Forbes Street, Room 209 
Lakeport, CA 95453 
(707) 263-2372  
www.co.lake.ca.us/Government/Directory/
ROV.htm

LASSEN 카운티
220 S. Lassen Street, Suite 5 
Susanville, CA 96130 
(530) 251-8217 또는 (530) 251-8352  
www.lassencounty.org

LOS ANGELES 카운티
12400 Imperial Highway 
Norwalk, CA 90650 
P.O. Box 54187 
Los Angeles, CA 90099-4684 
(800) 815-2666  
voterinfo@rrcc.lacounty.gov 
www.lavote.net

MADERA 카운티
200 W. 4th Street 
Madera, CA 93637 
(559) 675-7720 또는 (800) 435-0509  
www.madera-county.com

MARIN 카운티
3501 Civic Center Drive, Room 121 
San Rafael, CA 94903 
P.O. Box E 
San Rafael, CA 94913-3904 
(415) 473-6456  
www.marinvotes.org

MARIPOSA 카운티
4982 10th Street 
P.O. Box 247 
Mariposa, CA 95338 
(209) 966-2007  
www.mariposacounty.org

MENDOCINO 카운티
501 Low Gap Road, Room 1020 
Ukiah, CA 95482 
(707) 234-6827  
www.co.mendocino.ca.us/acr

MERCED 카운티
2222 M Street, Room 14 
Merced, CA 95340 
(209) 385-7541 또는 (800) 561-0619  
www.mercedelections.org

MODOC 카운티
108 E. Modoc Street 
Alturas, CA 96101 
(530) 233-6205  
www.co.modoc.ca.us

MONO 카운티
74 N. School Street 
P.O. Box 237 
Bridgeport, CA 93517 
(760) 932-5537 또는 (760) 932-5534  
www.monocounty.ca.gov

MONTEREY 카운티
1370-B S. Main Street 
Salinas, CA 93901 
P.O. Box 4400 
Salinas, CA 93912 
(831) 796-1499 또는 (866) 887-9274  
www.montereycountyelections.us

NAPA 카운티
900 Coombs Street, Suite 256 
Napa, CA 94559 
(707) 253-4321 또는 (707) 253-4374  
www.countyofnapa.org

NEVADA 카운티
950 Maidu Avenue, Suite 250 
Nevada City, CA 95959 
(530) 265-1298  
www.mynevadacounty.com/nc/elections

ORANGE 카운티
1300 S. Grand Avenue, Building C 
Santa Ana, CA 92705 
P.O. Box 11298 
Santa Ana, CA 92711 
(714) 567-7600  
www.ocvo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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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CER 카운티
2956 Richardson Drive 
Auburn, CA 95603 
(530) 886-5650 또는 (800) 824-8683  
www.placerelections.com

PLUMAS 카운티
520 Main Street, Room 102 
Quincy, CA 95971 
(530) 283-6256  
www.countyofplumas.com

RIVERSIDE 카운티
2724 Gateway Drive 
Riverside, CA 92507 
(951) 486-7200  
www.voteinfo.net

SACRAMENTO 카운티
7000 65th Street, Suite A 
Sacramento, CA 95823 
(916) 875-6451  
www.elections.saccounty.net

SAN BENITO 카운티
440 5th Street, Room 206 
Hollister, CA 95023 
(831) 636-4016 또는 (877) 777-4017  
www.sbcvote.us

SAN BERNARDINO 카운티
777 E. Rialto Avenue 
San Bernardino, CA 92415 
(909) 387-8300  
www.sbcountyelections.com

SAN DIEGO 카운티
5600 Overland Avenue 
San Diego, CA 92123 
(858) 565-5800 또는 (800) 696-0136  
www.sdvote.com

SAN FRANCISCO 카운티
1 Dr. Carlton B. Goodlett Place,  
Room 48 
San Francisco, CA 94102 
(415) 554-4375  
www.sfelections.org

SAN JOAQUIN 카운티
44 N. San Joaquin Street, Suite 350 
Stockton, CA 95202 
P.O. Box 810 
Stockton, CA 95201 
(209) 468-2885  
www.sjcrov.org

SAN LUIS OBISPO 카운티
1055 Monterey Street, D120 
San Luis Obispo, CA 93408 
(805) 781-5228 또는 (805) 781-5080  
www.slovote.com

SAN MATEO 카운티
40 Tower Road 
San Mateo, CA 94402 
(650) 312-5222  
www.shapethefuture.org

SANTA BARBARA 카운티
4440-A Calle Real 
Santa Barbara, CA 93110 
P.O. Box 61510 
Santa Barbara, CA 93160-1510 
(800) SBC-VOTE 또는 (805) 568-2200  
www.sbcvote.com

SANTA CLARA 카운티
1555 Berger Drive 
San Jose, CA 95112 
P.O. Box 611360 
San Jose, CA 95161 
(408) 299-VOTE (8683)  
www.sccvote.org

SANTA CRUZ 카운티
701 Ocean Street, Room 210 
Santa Cruz, CA 95060 
(831) 454-2060 또는 (866) 282-5900  
www.votescount.com

SHASTA 카운티
1643 Market Street 
Redding, CA 96001 
P.O. Box 990880 
Redding, CA 96099-0880 
(530) 225-5730  
www.elections.co.shasta.ca.us

SIERRA 카운티
100 Courthouse Square, Room 11 
P.O. Drawer D 
Downieville, CA 95936 
(530) 289-3295  
www.sierracounty.ca.gov

SISKIYOU 카운티
510 N. Main Street 
Yreka, CA 96097 
(530) 842-8084 또는  
(888) 854-2000 내선 8084  
www.sisqvotes.org

SOLANO 카운티
675 Texas Street, Suite 2600 
Fairfield, CA 94533 
(707) 784-6675  
www.solanocounty.com/elections

SONOMA 카운티
435 Fiscal Drive 
Santa Rosa, CA 95403 
P.O. Box 11485 
Santa Rosa, CA 95406-1485 
(707) 565-6800 또는 
(800) 750-VOTE (8683)  
vote.sonoma-county.org

STANISLAUS 카운티
1021 I Street, Suite 101 
Modesto, CA 95354 
(209) 525-5200  
www.stanvote.com

SUTTER 카운티
1435 Veterans Memorial Circle 
Yuba City, CA 95993 
(530) 822-7122  
www.suttercounty.org/elections

TEHAMA 카운티
444 Oak Street, Room C 
P.O. Box 250 
Red Bluff, CA 96080 
(530) 527-8190 또는 (530) 527-0454  
www.co.tehama.ca.us

TRINITY 카운티
11 Court Street 
P.O. Box 1215 
Weaverville, CA 96093 
(530) 623-1220  
www.trinitycounty.org

TULARE 카운티
5951 S. Mooney Boulevard 
Visalia, CA 93277 
(559) 624-7300 또는 (559) 624-7302  
www.tularecounty.ca.gov/registrarofvoters

TUOLUMNE 카운티
2 S. Green Street 
Sonora, CA 95370 
(209) 533-5570  
www.tuolumnecounty.ca.gov

VENTURA 카운티
800 S. Victoria Avenue 
Ventura, CA 93009 
(805) 654-2664  
venturavote.org

YOLO 카운티
625 Court Street, Room B05 
Woodland, CA 95695 
P.O. Box 1820 
Woodland, CA 95776 
(530) 666-8133 또는 (800) 649-9943  
www.yoloelections.org

YUBA 카운티
915 8th Street, Suite 107 
Marysville, CA 95901 
(530) 749-7855  
www.yubaelection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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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총무처 장관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 선거 운동 기부금과 로비 활동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http://cal-access.sos.ca.gov

•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유권자 안내문을 확인하십시오.
www.voterguide.sos.ca.gov

• 선거일에 투표할 투표소를 확인하십시오.
www.sos.ca.gov/elections/find-polling-place.htm

• 우편 투표지에 대한 정보를 얻으십시오.
www.sos.ca.gov/elections/elections_m.htm

• 투표에 처음 참가하는 유권자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www.sos.ca.gov/elections/new-voter/korean

• 선거일에 투표가 마감된 후 선거 결과를 생중계로 보십시오.
http://vote.sos.ca.gov

지난 투표 후 이사한 경우?

주소지를 옮긴 경우, 유권자 등록 정보를 갱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권자 등록 
정보가 정확하게 갱신되어야 올바른 후보 및 법안에 투표할 수 있으며, 꼭 필요한 
선거 정보를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6월 3일에 있을 주 전체 직접 예비 선거의 유권자 최종 등록일은 2014년 5월 
19일 월요일입니다.
2014년 5월 19일이 지나서 새로운 주소지로 옮긴 경우, 이전 지역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주 총무처 장관실 (866) 575-1558로 문의하시거나 
www.sos.ca.gov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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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효 등록 유권자일 경우 투표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효 등록 유권자란 미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미국 시민 중에서 중대 범죄 판결로 
수감 또는 집행유예 상태에 있지 않고 현 
거주지 주소로 등록된 유권자를 의미합니 다.

2. 자신의 이름이 유권자 명부에 없을  
경우 임시 투표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3. 투표소가 문을 닫기 전에 투표소 안에 
있었거나 투표소에서 줄을 서고 있었으면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4. 위협을 받지 않고 비밀 투표지로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5. 투표를 완료하기 전에 실수를 했다고 
생각되면 새 투표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 언제든지 
잘못 기표한 투표지를 새로운 투표지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우편 투표자 역시 선거 
당일 투표 마감 전에 잘못 기표한 본인의 
투표지를 선거 관리원에게 반환하고 새로운 
투표지를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6. 도움을 받지 않고 투표할 수 없으면 투표할 
때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기표한 우편 투표지는 카운티 내 어떤 
선거구로든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유권자의 선거구에 다른 언어로 된 선거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규정을 충족할 만한 
충분한 수의 주민이 거주한다면 다른 언어로 
된 선거 자료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9. 선거 절차에 대해 질문하고 선거 과정을 
참관할 권리가 있습니다.

	 선거 절차에 대해 선거구 위원회와 선거 관리 
위원들에게 질문을 하여 답변을 얻거나 또는 
담당 공무원에게로 안내되어 답변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질문이 
공무 집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선거구 위원회나 
선거 관리 위원들은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0. 귀하에게는 불법 또는 부정 선거 행위를 지역 
선거 관리원 또는 주 총무처 장관 사무실로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 권리 중 어느 하나라도 침해 받았다고 여겨지거나 부정 선거 또는 위법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주 총무처 장관 유권자 핫라인(866)575-1558로 알려 주십시오. 이 핫라인은 

수신자 부담 전화이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선거 관리인은 투표 절차에 관한 공식 정보(예: 투표소 위치, 투표지에 표시될 안건 및 후보자)를 
발송하기 위하여 귀하의 유권자 등록 진술서상의 정보를 활용합니다. 유권자 등록 정보의 상업적 
이용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유권자 정보는 주 총무처 장관의 결정에 
따라 공직 후보자, 표결법안위원회 또는 각종 선거, 학계, 언론, 정치, 정부 관련 인사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귀하의 유권자 등록 카드상 운전면허 및 사회 보장 번호 또는 유권자 
서명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유권자 정보 이용에 관한 질문이 있거나 해당 정보의 오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신고하려는 경우 주 총무처 장관의 유권자 핫라인 (866) 575-1558로 연락하십시오.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한 유권자들의 경우 유권자 등록 상태를 비밀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 총무처 장관 가정 안전(Secretary of State’s Safe at Home) 프로그램 수신자 부담 전화 
(877) 322-5227로 문의하거나 www.sos.ca.gov에서 확인하십시오.

유권자 권리장전



To reduce election costs, the State mails only one guide to each voting household. 

For additional copies of the Voter Information Guide in 
English, please contact your county elections office or call 
(800) 345-VOTE (8683). For TTY/TDD, call (800) 833-8683.

Para obtener copias adicionales de la Guía de Información 
para el Votante en español, póngase en contacto  
con la oficina electoral de su condado o llame al  
(800) 232-VOTA (8682).

如需索取額外的中文選民資訊指南，請與您的縣立

選舉辦事處聯繫或致電(800) 339-2857。

ihndI maoM matdata jaanakarI maaga-diSa-ka kI Aitir> p`ityaaM p`aPt 
krnao ko ilaeÊ Ìpyaa Apnao ka]MTI caunaava kayaa-laya sao saMpk- kroM yaa 
[sa naMbar pr Ôaona kroM (888) 345-2692.

投票情報ガイドの日本語版をご希望の場合は、 
最寄の郡選挙事務所にお問い合わせになるか  
(800) 339-2865にお電話ください。

sMrab’sMeNAbEnÄm «nB&támanENnaMG~keVHeq~at CaPasaExμr 
sUmTak’Tgkariyal&yeVHeq~at exanFIrbs’G~k ÉTUrs&Bæ 
(888) 345-4917.
한국어로 된 유권자 정보 지침의 사본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해당 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실로 연락하거나 다음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866) 575-1558

Para sa mga karagdagang kopya ng Patnubay na 
Impormasyon Para sa Botante sa Tagalog, mangyaring 
makipag-ugnayan sa opisina sa mga halalan ng inyong 
county o tumawag sa (800) 339-2957.

ส�ำหรับส�ำเนำเพิ่มเติมของคู่มือส�ำหรับผู้ออกเสียงเลือกตั้ง
เป็นภำษำไทย กรุณำติดต่อส�ำนักงำนกำรเลือกตั้ง 
ประจ�ำเทศมณฑลของคุณ หรือโทรศัพท์ถึง (855) 345-3933

Muốn có thêm Tập Hướng Dẫn Cử Tri bằng Việt Ngữ, xin 
liên lạc với văn phòng bầu cử quận của quý vị hoặc gọi số  
(800) 339-8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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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유권자 정보 지침

유권자 등록 마감일  
2014년 5월 19일 월요일

반드시 투표해 주십시오! 
2014년 6월 3일 화요일 
투표소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장합니다.www.voterguide.sos.ca.gov

선거
예비

CALIFORNIA 주 전체 직접

캘리포니아주는 선거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각 유권자 가구에 본 지침을 1부만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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