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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목적 성명서

성명서의 순서는 무작위 추첨에 의해 결정됩니다. 본문의 각 성명서는 정당에서 

제공한 것으로 공식 기관에 의해 그 정확성이 확인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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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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목적 성명서

성명서의 순서는 무작위 추첨에 의해 결정됩니다. 본문의 각 성명서는 정당에서 

제공한 것으로 공식 기관에 의해 그 정확성이 확인된 것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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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