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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명서
미국 상원의원

Kevin de León | 민주당

California 민주당이 후원한 미국 상원의원 후보자로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대통령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California의 이상을 비하하는 데만 치우져 있습니다. 워싱턴의 현 의원들은 이를 맞서  
싸울 의지가 없거나 불능합니다. California는 열정과 독립심을 갖고 미래를 위해 싸울 상원의원이 
필요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에게는 아직 아무  
것도 주어진 게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오직 미국에서만 저와 같은 이민자 주부의 아들이 성장하여 
California 주 상원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료를 내느라 고군분투하고 대학교 학비를 걱정하며, 
의료비 부담에 잠을 못 이루는 여러분들의 경험을 저 또한 겪어 왔습니다. 이는 워싱턴 DC의 지도자들은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힘든 경험입니다. 상원의원의 2/3 이상이 백만장자이므로, 그들이 매일 보통의 
미국인들이 겪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화려한 언변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의 민주당 
의원들은 보편적인 의료보험및 기후변화에만 매달리고, 석유와 약품 회사 로비스트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California 상원의 의장으로서, 하찮은 일에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형 보험사에 맞서 싸웠습니다. 저는 중산층을 보호하기 위해 
Trump의 세금 인상에 맞서 싸우고, 높은 등록금 없는 대학교, 동등한 보수, 이민자의 권리와 시민권을 
추진했으며, 기후 변화에 대한 싸움에서 California를 세계에서 앞서가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부자들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해 굴러가는 경제를 만들고, 우리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대범한 리더십을 가진 상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미국 상원에 입증된 California 리더십을 
보여줄 것입니다. 

3605 Long Beach Blvd.
Ste. 426
Long Beach, CA 90807

전화: (818) 850-6462
이메일: Kevin@KevindeLe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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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합중국 의회에서 California의 목표를 대변할 2 명의 
상원의원 중 한 명으로 활동합니다.

• 새로운 국가 법안을 발의하고 투표합니다.

• 연방 법원 판사, 미국 대법관 및 민간 및 군사 요직에 대한 
대통령의 고위급 임명 확인에 대한 투표를 합니다.

Dianne Feinstein | 민주당

저는 California주의 상원의원으로서 우리 주의 진보적인 가치에 대한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목소리가 
되기 위해 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California 예비 선거에서 민주당 투표의 70% 득표율로 
자랑스럽게 승리했습니다. 저는 보편적인 의료보험, 여성권, LGBTQ 권리 및 이민자의 권리에 대한 
자랑스럽고 일관성 있는 옹호자입니다. 저는 우리의 길거리에서 공격용 무기를 제거하기 위해 NRA에 
맞서 싸웠고, 여성의 동등한 보수를 위해 싸웠고, Dreamer를 보호하고 국경에서 부모와 아이들을 떼어 
놓는 터무니없는 정책을 끝내기 위한 법안을 지지했습니다. 저는 모든 California 주민들, 특히 오늘날의 
경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 가정에게 힘을 싣는 경제적 기회를 옹호해왔습니다. 저는 우리 나라를 
분열시키고 전세계의 동맹을 약화시키는 Donald Trump와 그의 의제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저는 부담 
적정 보험법을 폐지하고 방해하려는 공화 당원들의 노력에 맞서 싸우고 이겼습니다. 상원 법사 위원회의 
상위 민주주의자로서, 저는 Trump가 지명한 극단주의 판사들을 강력하게 반대해왔습니다. 직장에서의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싸워온 저는, 성 범죄자들로부터 어린 여자 체조 선수와 다른 아마추어 운동선수를 
보호하는 법을 올해 통과시켰습니다. 기후 변화에 맞선 싸움, California의 보호지역에 대한 공격 그리고 
California의 해안 근처 새로운 석유 시추 허가에 대한 위협을 포함한 Trump의 무모한 반환경 의제는 
반드시 중지되어야 하며, 저는 이를 위해 계속 맞서 싸우겠습니다. 저를 위해 대통령 Barack Obama와 
상원의원 Kamala Harris이 후원했으며, 이러한 어려운 시절에 California를 위해 계속 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한 표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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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명서
주지사

John H. Cox | 공화당

저는 원래 주지사 선거의 2차 투표까지 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정치적 계급에 속하지 않으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가족은 정치적인 연줄이 없습니다. 제 이름은 John Cox이며, 
정치적으로 힘있는 계급이 California의 노동 계층에게 보인 대우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제도를 
조작했고, 서로 특혜를 주어 부를 쌓았으며, 그동안 수백만의 California 주민들은 뒤쳐졌습니다. 
California는 하늘을 찌를듯한 높은 기름값과 자가용 유지비, 및 국가 최고의 높은 빈곤률을 보입니다. 
수백만의 주민들은 본인이 사랑하는 도시로 통근하고 있지만 그 도시에서 거주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됩니다. 그렇기에 엉망이 된 도로를 질러 통근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좋지 않은 학교로 보냅니다. 
Sacramento의 정치인들은 해당 지역의 주택에 수도를 배급하는 동시에 많은 양의 수급량을 바다에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와 가족들은 California에서 이사를 나갑니다. 가고 싶어서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이사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수의 California 주민이 없는 살림 때문에 통근을 위한 휘발유와 
가족을 위한 식료품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선택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니어야 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도울 수 있는 해결책이 도래했습니다. 수도 배급량을 
멈추고, 기름세를 폐지하고, 우리 아이들의 학교를 바로잡고, 사람이 살 만한 주택으로 수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실패한 정치지도자가 책임을 지게 만들면 가능합니다. 제 이름은 John Cox이며 저는 
당신의 주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메일: info@JohnCoxforGovernor.com
JohnCoxforGovernor.com
Twitter: @TheRealJohnHCox

• California 주의 CEO로서, 부처와 기관 대부분을 감독하며 
판사를 임명합니다.

•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고, 법제를 승인하거나 거부하며, 
입법기관에 연간 주 예산안을 제출합니다.

• 비상 시에는 주 정부의 자원을 가동하고 지휘합니다.

Gavin Newsom | 민주당

후보자 성명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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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명서
부지사

Eleni Kounalakis | 민주당

저는 여성 기업가이자 자녀를 둔 엄마이며, 오바마 대통령 시절 미국 대사직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부지사직에 출마하여 California의 다양성과 기회라는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다양성과 기회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저는 Kamala Harris 상원의원, Dianne Feinstein 상원의원, California 
League of Conservation Voters, National Organization for Women 및 California 교사 연합의 
지지를 받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이민자 가정의 딸이며 집안의 첫 번째 대학 졸업자인 저는 UC, CSU 
및 지역사회 대학의 등록금 인상에 반대함으로써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안기지 않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저는 Sacramento의 정치 문화를 변화시켜 모든 직장에서 성희롱을 근절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지우며, 동일 업무를 맡는 여성이 동일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국 
대사직을 겸하는 저는 우리나라의 군인들과 여행을 했으며 재향 군인의 귀국 시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 
해외의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품질이 높고 저렴한 보육시설 및  
단일 의료보험 제도의 역할을 믿습니다. California주 공유지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저는 California의 
연안을 열어 더 많은 석유를 시추하려는 도날드 트럼프의 계획에 반대하여 싸울 것입니다. 저는 여성 
기업인으로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를 건설했고, California 주민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노동자 
계층 가정을 위해 저렴한 주택을 제공했습니다. 저는 모든 California 주민이 잘 살 수 있고 미국의 꿈을 
지키는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58곳의 모든 카운티를 순회했으며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저는 항상 모든 California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투표에 감사드립니다.

916 Kearny St. #605
San Francisco, CA 94133

전화: (415) 857-0921
이메일: info@eleniforca.com
www.EleniforCA.com
@eleniforca

• 주지사의 탄핵, 사망, 사임, 면직 또는 결근의 경우 주지사직 
및 임무를 맡습니다.

• 주 상원의장을 역임하고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합니다.

• 경제개발 위원회 의장, 공유지 위원회 위원, 해양 보호 
위원회, California 대학교 시스템의 위원회 위원.

Ed Hernandez | 민주당

주 상원의원이자 소기업가인 Ed Hernandez는 부지사 후보로 출마하여 의료보험 이용을 확대하고, 
처방약 비용을 낮추며, 근로 가정을 위해 싸우고, 환경을 보호하며, 고등교육을 더 경제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버지이면서 할아버지이기도 한 Hernandez는 San Gabriel Valley에서  
근로 가정에게 수준 높은 안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평생을 
보냈습니다. 이민자의 손자인 Hernandez는 L.A. 카운티의 노동자 공동체에서 성장했으며 대학 졸업  
후 그의 아내와 함께 성공적인 소규모 가족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의료 서비스 사업자로서 Hernandez 
상원의원은 의료 서비스를 더 적정하고 이용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싸움을 이끌었으며, 천정부지로 
치솟는 조제약 비용과 관련 대형 제약회사를 단속하고 약품 가격을 더 낮추는 새롭고 엄격한 투명성 
규칙을 만들어 기념비적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의 상원 지도자로서, Hernandez는 깨끗한 공기와 
물로의 접근권을 보호하고 학교와 직업 교육 프로그램 기금을 증액하며 무료 커뮤니티 컬리지를 
제공하는 법을 통과시키는데 공헌하고 있습니다. 주 상원의원인 Ed Hernandez는 또한 성희롱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으며, 범죄자를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해 Sacramento 내 
침묵하는 문화를 종식시키고자 노력을 이끌고 있습니다. California의 교사 협회, 소방관, 경찰관, 간호사 
협회, 가족계획연맹, 주 감사관 Betty Yee, California 검찰총장 Xavier Becerra는 Hernandez가 
기업의 특수 이익에 대항하여 가정을 옹호할 것임을 잘 알고 있어 그를 공개적으로 지지합니다. 상원의원 
Ed Hernandez를 California 부지사로 선출해 주십시오.

이메일: info@edhernandez4ca.com
www.edhernandez4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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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지불한 것입니다. 성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도 다른 방법으로 투표 용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 성명서
주 국무장관

• 주의 최고 선거 관리위원으로서, 주 정부 선거를 감독하고 
선거 운동과 압력 단체의 재정 정보에 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 일부 비즈니스 기록을 보관하며, 상표를 인증하고, 공증인을 
관리하고, 유담보채권자들이 그들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합니다.

• California에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보물을 습득, 보호 및 
공유함으로써 주의 역사를 보존합니다.

Alex Padilla | 민주당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주 국무장관으로 일하기 위해 출마하였습니다. 지금은 투표권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저는 지금껏 이뤄낸 결과로 제 역량을 증명하였습니다. 첫 번째 임기 동안 저는 투표 
박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투표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로 California는 
이제 수 백만의 유권자를 더 얻게 되었습니다. 주 국무장관은 California 주민을 위한 일을 해야 합니다. 
Los Angeles 시의회장 및 주 상원의원이자 여러분의 주 국무장관인 제가 바로 그러한 일을 해 
왔습니다. 여러분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Alex-Padilla.com을 방문하여 주십시오.

777 South Figueroa Street, Suite 4050
Los Angeles, CA 90017

전화: (213) 452-6565
이메일: alex@alex-padilla.com
www.alex-padilla.com
@alexpadilla4ca

Mark P. Meuser | 공화당

선거는 중요합니다. 최근 California 선거 공정성 프로젝트는 자격 대상 유권자보다 더 많은 유권자가 
등록되어 있음(정확히는 101% 등록)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만 
144%의 유권자 등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풀려진 유권자 명부로 생긴 불필요한 투표 자료를 보내는 
데 납세자의 세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부정행위의 기회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망자, 
이사를 간 사람, 비시민권자, 중복 및 허위 등록자를 유권자 명부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California 
정부에 우리가 바라는 통치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선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정한 선거는 정확한 
유권자 명부로부터 시작합니다. 투표 자격이 있는 사람만 등록되어야 합니다. 주 국무장관은 유권자 
명부를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명부가 부풀려진 채로 있을 경우, 특수 이익 단체가 돈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공직을 매수하고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매일 저는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투표하는 것을 보거나 죽은 친척이 투표했다는 것을 알게 된 California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부당함을 목격하면, 분연히 일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저는 
장애인들의 권리와 대학생들의 자유로운 발언권을 위해 싸워왔으며, 승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California의 부풀려진 유권자 명부를 정리하기 위해 여러분께 한 표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테크놀로지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유권자 명부를 정리함으로써 권한이 없는 표가 우리의  
목소리를 희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 Civic Center, #4338
San Rafael, CA 94913

전화: (208) 763-8737
이메일: contact@markmeuser.com
www.markmeuser.com
www.facebook.com/markpme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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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순서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페이지의 성명서는 후보자가 제공한 것으로 정확성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각 성명서는 자발적으로 제출되었으며 해당 
후보자가 지불한 것입니다. 성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도 다른 방법으로 투표용지에 기재될 수도 있습니다.

후보자 성명서
회계감사관

•	 주의 최고 회계 공무원으로서, 주의 회계사이자 모든 공적 
기금에 대한 회계 장부 담당자로서 일합니다.

•	 주 급여 시스템 및 소유주 불명 재산 법을 관리하며 감사  
및 주 운영 평가를 실시합니다.

•	 균등화 위원회, 관리 위원회, 기타 위원회 및 위원단에서 
일합니다.

Betty T. Yee | 민주당

California의 독립적인 재정 감시인인 주 회계감사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 및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첫 번째 임기 동안 우리의 세금을 지키는 임무인 저희 사무실의 성과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의 현금을 전문적으로 관리했으며, California의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외부 대출을 
피했고, 주 및 지방 기관의 감사기간 동안 허가되지 않은 사용을 목표로 한 $40억에 가까운 공적 기금을 
부지런히 적발하였고, 투명성 향상을 위해 주 및 지방정부 재무보고를 적극적으로 개선했으며, 주 조세 
형평 위원회를 개혁하여 동일한 주 법률 적용 및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를 성공적으로 확보했습니다. 
다양한 이사회와 위원회에 대한 제 정책 작업과 관련하여, 공공 및 개인 부문 노동자를 위해 은퇴보장을 
제공하고 환경관리를 위해 공공 신탁토지 및 해변 접근을 보호하고 항구 대기 및 해수면 상승에 대한 
지역사회의 영향을 다루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California가 만날 다음 경기 침체에 
대비해 계속해서 준비할 것이며, California 주민들에게 변화하는 업무 특성과 지기후변화에 대한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주도적인 목소리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California의 교사, 여성단체, 환경 
공동체, 건설, 공사업계 및 법의 집행과 가까이 근무하는 여성 및 남성 여러분, 기타 등의 지지와 지난  
35년 간의 주 및 지방 재무경력, 공정성에 대한 명망, 책임에 대한 헌신 및 관리국의 강인한 정신력의 
필요성을 인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표를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16633 Ventura Blvd.,
Suite 1008
Encino, CA 91436

이메일: info@bettyyee.com
www.bettyyee.com
Twitter: @BettyYeeforCA

Konstantinos Roditis | 공화당

회계감사국에서는 여러분이 세금을 충분히 납입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병원 방문, 보육, 주택 
및 차량에 대한 수리, 이발 및 기타 세금을 부과하고 싶은 과목에 세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매년 세금으로 수 백 또는 수 천 달러를 더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서비스 및 노동 조세를 
반대하십시오. 우리는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회계감사관으로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찾지 않고, California의 생활비를 보다 감당하기 쉽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발의안 6에 대한 찬성: 정치인들은 수십 억을 낭비하면서 도로수리에는 연료 소모세 기금(gas tax fund)의 
20%만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도로를 수리하기 위해 Texas보다 네 배 배를 더 지출합니다. 필요한 자금은 
이미 있습니다. 회계감사관으로서 저는 부패한 정치적 뒷거래를 폭로하고 중단할 것이며 낭비, 사기, 남용을 
퇴치하겠습니다. 고속철도에 대한 기금 철회: 회계감사관으로서 저는 첫 날부터 HSR에 대한 기금을 
철회하고 감시하겠습니다. 친환경 정책: 수십 억 갤런의 물을 낭비한 후 그리고 물을 모아 저장하는 것을 
거부한 후, 온 가족이 하루동안 사용한 55갤런 이상의 물 세금을 부과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세금 
인상이 아닌 해결책에 대하여 집중할 것입니다. California의 재무 최고 책임자(CFO)로서 경제, 재정적 
책임, 예산의 균형을 이해하는 CFO와 미래를 생각하는 경영인을 다음 관리자로 선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노조, 기업, 또는 특별 이익 단체와 관련이 없으며, 원칙이 있고 독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관리자가 직임할 때가 왔습니다. 부담없는 California 생활을 위해 투표하세요. 세금 인상이 아닌, 해결책을 
위해 투표하세요. Konstantinos Roditis를 회계감사관으로 선출해 주십시오.

751 S. Weir Canyon Rd., 
Ste. 157-160
Anaheim, CA 92808

전화: (949) 607-8294
이메일: roditis@cacontroller.com
cacontroller.com
facebook.com/konrod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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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순서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페이지의 성명서는 후보자가 제공한 것으로 정확성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각 성명서는 자발적으로 제출되었으며 해당 
후보자가 지불한 것입니다. 성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 역시 다른 방법으로 투표 용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 성명서
재무장관
• 주의 은행가로서, 주의 투자를 관리하고 주 채권  

판매와 어음을 관리합니다.
• 대부분 채권 마케팅과 관련된 다수의 위원회에서  

일합니다.
• 관리자와 기타 주 기관이 사용한 주 기금을  

지불합니다.

Greg Conlon | 공화당
California는 신중하고도 책임감 있게 회계를 담당해 주의 취약한 재정 상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공화당원이 필요합니다. 공무원들에게 관대한 수준으로 보장된 연금은 무책임한 연금 및 건강보험 
문제를 낳아 관련 부채가 거의 $3000억에 이르렀습니다. California 재무장관은 주 연금제도 
계획위원회인 CalPERS와 CalSTRS에서 일합니다. 저는 신입사원을 위해 새로이 마련한 공헌계획으로 
위원회에서 연금 부채 처리에 착수하여 "일을 끝내는"데 저의 경험을 십분 활용하겠습니다. 다국적 공공 
회계 법인의 CPA로서 일해온 지난 20여 년의 경험이 있어 California의 자금을 알맞게 투자해 현재 낮은 
등급에 머물러 있는 주의 신용 등급을 높이는데에 필요한 재무지식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저는 주 정부의 
프랜차이즈 소득세 최소 금액인 $800을 폐지하여 신생 기업을 돕겠습니다. 저는 주의 회계담당자로서 
임하여 공공기관의 경험 또한 갖추었습니다. 이는 California 공익 기업체의 총장으로 임하고 California 
주 교통 위원회에서 일한 경험을 포함합니다. 저는 Atherton 마을의 재무 위원회 총장으로서도 
임했습니다. 또한 University of Utah에서 경역학 학사를 취득했으며, Haas School of Business에서 
경영자 교육 프로그램 학위를 그리고 University of San Francisco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저는 공군 파일럿으로서 나라를 위해 일했습니다. 저는 California 공화당과 전 미국 
재무장관, George P. Shultz를 비롯한 많은 이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제게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주실 것을 여쭙니다. California 주가 보다 견고한 경제가 되도록 매일같이 
일하겠습니다.

P.O. Box #2600
Menlo Park, CA 94026

전화: (650) 315-4956
이메일: greg@gregconlon.com
www.gregconlon.com
Facebook.com/gregconlonforstatetreasurer

Fiona Ma | 민주당

세법과 예산 조정에 경험이 있는 CPA로서 저는 근무 첫 날에도 주 재무장관으로서 일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었으며, California의 투자를 완전한 책임과 투명성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1992년부터  
공인회계사로 일해왔으며, 회계학 학사를 취득하였고, 조세 석사 및 금융 MBA를 취득하였습니다. 저는 
더욱 큰 투명성, 견제와 균형, 그리고 책임감을 지지합니다. 이것이 제가 주 조세형평국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대대적인 점검을 이끈 이유입니다. 저는 지역 단위 예산을 조정했으며, 특히 대침체 시기에는 주 
단위로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6백 억 규모의 주 세입 징수를 관리 감독했습니다. 
저는 첫 주택매입자 프로그램을 탄탄하게 만들어 모든 California 주민들이 주택을 더욱 쉽게 소유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높은 학자금 대출 빚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선척적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질이 좋고, 이용이 가능하며, 저렴한 보건 서비스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직접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남편이 소방관이기에 유사시 최초 대응자들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주 재무장관으로서, 저는 저렴한 주택, 인프라, 학교, 병원, 환경 
보호 및 교통에 대한 투자를 감독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계속해서 우리의 세금을 지키고, 흑자 
수익을 보장하도록 현명하게 투자할 것이며, 정부가 책임감과 투명성을 가지고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미국 상원의원 Kamala Harris, California 교사연합, California 전문 소방관 및 California 
중소기업연합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표를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244 Ione Street
Sacramento, CA 95864

전화: (415) 845-5450
이메일: fiona@fionama.com
FionaMa.com
facebook.com/CA.Fion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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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명서
법무장관

• 주의 최고 법률 공무원으로서, 주 법이 집행되도록 하며 
사기성 또는 불법적 활동들을 조사합니다.

• 법무부를 이끌어 주 정부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사 및 형사 법정 사건에서 주를 대리합니다.

• 카운티 지역구 변호사 및 보안관들을 포함한 법 집행 
기관들을 감독합니다.

Xavier Becerra | 민주당

여러분의 법무장관이자 최고 법 집행 공무원으로서, 저는 California 주민들과 우리의 가치를 위해 
싸우고 있으며 또한 승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Trump 행정부, 성매매 알선 업자, NRA, 거대 석유 회사  
및 대형 은행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폭력적인 거리 갱단을 기소하여 총기 수천 개를 거리로부터 
없애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이용해 배를 불리는 데 혈안이 된 대학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Trump가 대기 질 보호 행위를 방해하지 못하게 했으며 여성의 피임 접근권 제한 노력을 저지하기 위해 
Trump를 고소해 승리했습니다. 저는 어려서 미국으로 온 이민자들인 드리머즈(Dreamers)를 보호하기 
위해 싸웠고이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California 주민들의 보건 권리 보호를 위해 법원에 있습니다. 저는 
이민자의 아들이자 제 가족 중 처음으로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California 주민들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California 주민들은 성공할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스쿨 
졸업 이후, 저는 법률 보조 변호사로 일하며 정신 질환을 겪는 사람들을 변호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현재 이끌고 있는 공직의 법무차관으로 일했습니다. 그 후 저는 의회로 가 사회 보장과 Medicare 보호를 
위한 싸움을 이끌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바쳐 California의 가치를 위해 싸웠습니다. 이를 어렵게 하는 
것이 성매매 알선 업자든, 거대 석유 회사든, NRA든, Trump 행정부든 상관없이 저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브라운 주지사, 민주당, Sierra Club California, Planned Parenthood, the 
California State Law Enforcement Association 및 California의 간호사들, 교사들, 소방관 
여러분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어 무척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표를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777 South Figueroa Street,  
Suite 4050
Los Angeles, CA 90017

전화: (213) 250-3400
이메일: Info@XavierBecerra.com
XavierBecerra.com
@XavierBecerra

Steven Bailey | 공화당

California 고등법원 은퇴 판사로서, 저는 California 사람들을 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이 같은 폭력 범죄는 제안 47호, 57호 및 AB 109호 등 세 가지 위험한 법이 통과된 
이후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험한 실험은 성범죄자의 이른 석방 및 각종 범죄의 처벌 
축소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판사들이 갱단 일원이나 전과범 같은 중범죄자를 우리의 가정과 
이웃으로부터 격리하여 수감하는 데 쓰는 중요한 도구를 줄이거나 혹은 제거했습니다. 여성, 노인, 
청소년들은 최근 더 잦은 빈도로 폭력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반드시 막을 
내려야 합니다. 법무장관으로서 저의 우선순위는 모든 California 주민들의 안전과 보안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범죄 피해자 지지 세력 및 Crime Victims United of CA, Los Angeles Police 
Protective League, Association for Los Angeles Deputy Sheriffs, California Peace Officers 
Association, 카운티 보안관과 지역구 변호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 집행 인사 분들이 저를 California의 
차기 법무장관으로 지지해 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등 법원 판사로서, 저는 사법 정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똑같은 체계가 어떻게 사람들을 실망하게 하는지 
목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California 사람들을 폭력 범죄로부터 지키지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조치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가 다시는 총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 
모든 지역 곳곳에 안전을 다시 쌓아 올리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무장관은 반드시 당파 싸움 위에 
서있는 존재여야 합니다. 이는 단지 민주당 혹은 공화당 어느 한 입장에서 드리는 답변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California 주민들이 길거리에서, 일자리에서, 가정에서 확실하게 안전을 느낄 수 있도록 
올바른 답변을 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표를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455 Capitol Mall, Suite 600
Sacramento, CA 95814

전화: (916) 936-2448
이메일: Judge@baileyforag.com
BaileyforAG.com
www.facebook.com/JudgeBaileyfor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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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명서
보험 국장

• California 보험국(Department of Insurance)을  
이끌어 보험법을 집행하고 법 시행을 위한 규칙을 
채택합니다.

• 보험 회사를 허가, 규제, 조사합니다.

• 보험 업계에 관한 주민의 문의와 불만  
사항에 답합니다.

Steve Poizner | 선호 정당 없음

저는 2007–2011년도에 California 보험 국장으로 일했으며, 2번째 공직 봉사를 수행하기 위해 
여러분의 지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California 보험 
국장은 보험 회사 및 당파적 정당 정치로부터 철저히 독립해야 하는 규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지지해 주신다면 저는 주 전체를 통틀어 California 역사상 무소속으로 선출된 최초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가 당선된다면 당파적 언쟁과 분열에 지친 다른 사람들에게도 길을 터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보험 회사가 제 캠페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 역사는 이렇습니다: 저는 35 년 이상 California에서 선구적으로 기술 관련 회사를 창업하고 
이끌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 회사인 SnapTrack은 휴대전화용 GPS를 발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 산업 부문에서 입증된 성공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Southern California에서 혁신 경제 
확장에 힘쓰는 비영리 단체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또 다른 임기에 도전하는 것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California 주민들은 급박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보험이 없는 주택 
소유자들이 날로 증가하는 산불과 홍수에 노출되고, 건강 보험 시장에서 보험료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사이버 범죄의 경제적 위협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험 국장이었을 때 업무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률을 낮추어 운전자 및 주택 소유자가 약 $20억을 절약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보험 
회사로부터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 산불 피해자들에게 $3천 만을 되찾아주었습니다. 예산의 13%를 
영구 삭감하여 $1천 7백 만 상당의 납세를 방지했습니다. (최초로 정리 해고 없이 달성한 목적입니다!) 
보험 사기 건으로 2500 명 이상을 체포했습니다. (기록에 남을만한 일입니다!) 보험 회사들이 
불법적으로 보험 증권을 취소했을 때 무고한 소비자 수 천 명의 보험을 회복했습니다. 

이메일: StevePoizner@gmail.com
www.StevePoizner.com

Ricardo Lara | 민주당

California 주민 여러분, 저는 이 글을 통해 핵심적이고도 간결한 저의 믿음을 공유하려 합니다. 우리의 
공통점은 우리를 가르는 차이보다 중요하다는 믿음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재봉사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고요. 두 분께서는 힘들게 일해서 마련한 수수한 집과 직장 출근을 도와주는 
자동차를 위해서 보험의 가치를 신뢰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는 생명 보험을 위해 조금 더 
희생하셨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단 한 번의 사고, 강도, 극심한 질병으로 평생을 일하며 
쌓은 모든 것들을 잃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슬픈 일이지만, 긴 시간 동안 두 분은 자녀를 위한 생명 
보험까지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California 상원 의원으로서, 저는 생명 보험이 없는 아동 
250,000 명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취지의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만일 아동에게 심각한 사고나 합병증이 
발생해도 부모가 파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안전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두가 필요한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정직하고, 경쟁적인 
보험 시장을 마련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California의 보험 국장이 해야 할 
일은 다름이 아니라 두 가지 일입니다. 하나는 보험을 공평한 가격에 형성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만일 
청구권을 사용할 일이 생긴다면 모든 권리가 평등하게 다루어 질 수 있도록 확실히 일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분들과 비교했을 때 선거 자금이 많은 편은 아닐 것입니다. 시간 내어 제 글을 읽으시고 저의 
입후보 자격을 고려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을 담아, Ricardo Lara

3605 Long Beach Blvd.,
Suite 426
Long Beach, CA 90807

전화 번호: (562) 427-2100
이메일: Ricardo@RicardoLara.com
RicardoLara.com
www.Facebook.com/Ricardo4CA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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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FORNIA 균등화 위원회 지역구

지역구 1
지역구 2
지역구 3
지역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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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균등화 위원회 지역구별 카운티

지역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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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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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구 3
Los Angeles, San Bernardino, Ventura

지역구 4 
Imperial, Orange, Riverside, 

San Bernardino, San Di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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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명서
조세형평국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주 세금 위원회인 조세형평국(Board of 
Equalization)에서 선출직으로 일합니다. 

• 통제 하에 있는 철도 시설 및 몇몇 공공 시설의 소유권을 
검토하고, 민간 철도 차량 세금을 검토하고 징수합니다.

• 주에서 활동하는 카운티 심사관 58 명의 평가 활동을 
총괄합니다. 

• 주류세를 검토 및 징수하고, 보험업자에 대한 세금 징수를 
공동으로 관리합니다.

지역구 1

Ted Gaines | 공화당

여러분들의 조세형평국 대표로서, 저는 모든 납세자의 이해를 보호하고, 우리 경제를 튼튼히 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판단력이 부족하고 우선 순위를 잘못 설정한 Sacramento 정치인들 때문에 
많은 근면 성실한 가정에게 California 드림은 손해로 가득 찬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San Francisco-
L.A.행 고속 철도 같이 어불성설인 사업의 초과 비용에 수십 억 달러가 낭비된 것을 보면 Sacramento에 
있는 그 누구도 납세자들을 보살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발의안 13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기 때문에, Howard Jarvis Taxpayers Association이 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감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터무니 없이 중산층 가정 경제에 타격을 입히는 신규 휘발유 및 자동차세 
폐지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소규모 가족 기업 소유주라는 저의 가정 배경 덕분에, 저는 고압적인 정부 
규제에 대한 직접 경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납세자 옹호자로서 여러분들의 납세액를 낮추고, 
규정을 간소화하며 일자리 증가의 방해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형평국에서도 이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정부의 낭비를 없애고 실속 있게 예산을 조성하며, 수수료의 탈을 쓴 증세를 
막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저는 5대 째 California에서 살고 있는 주민이며, 남편이자 아버지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과 여러분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살고 일하며 가족을 형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표를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납세자 여러분들을 위해 싸울 것을 맹세합니다.  
www.tedgaines.com을 방문하시면, 이전 조세형평국의 납세자 단체와 옹호자들이 저를 지지하는 
이유를 비롯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911 Douglas Blvd.  
Ste. 85-122
Roseville, CA 95661

전화: (916) 827-6115
이메일: ted@tedgaines.com
tedgaines.com

Tom Hallinan | 민주당

조세형평국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조세형평국 폐지를 위해 일할 것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신다면, 여러분의 투표 고려를 감사히 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om Hallinan  
www.tomhallinan.com

P.O. Box 2145
Ceres, CA 95307

전화: (209) 324-6205
이메일: tom4boe@gmail.com
www.tomhallin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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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평국

지역구 2

Malia Cohen | 민주당

저는 특수 이익에 앞서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조세형평국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San Francisco 
감리 위원회 회장으로서, 저는 노동하는 사람들을 한 치의 두려움도 없이 옹호했고, 최저임금 $15 를 
따냈고,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 구입에 투자했습니다. 또한 재생산권을 위해 싸우고, 저소득층 가정에 건강 
보험 제공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재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예산 및 재정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저는 $110억 규모의 예산을 총괄하고 시의 세금, 요금, 
세입 계산, 재개발, 부동산 현황을 관리합니다. 만일 당선된다면 조세형평국을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공정한 기구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체계 악용을 방지하는 기준과 규칙 설립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 십 년이 넘는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저는 특수 이익 단체를 
책임지고 관리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 담배 회사들이 청소년, 비백인 인종 
지역사회 및 LGBTQ 개인들을 대상으로 편파적인 광고를 했기 때문에, 맛이 첨가된 담배 상품을 San 
Francisco에서 금지하는 입법안을 진두 지휘하여 회사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Kamala Harris 상원의원, California 민주당, California Professional Firefighters, 
California Federation of Teachers, California Nurses Association, AFSCME California, 
Equality California를 비롯한 주 전역의 지도자들이 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역사적인 
순간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지도력이 중요합니다. 저는 California 주민들이 직면한 해결이 시급한 
문제를 책임지고, 일하는 가정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www.electmalia.com에서 더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2201 Broadway St., Suite M-2
Oakland, CA 94612

전화 번호: (415) 769-6285
이메일: info@electmalia.com
Electmalia.com
Facebook.com/MaliaCohen

Mark Burns | 공화당

'더 많은 세금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현재 상황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왔습니다. California 
납세자는 미국에서 부담이 최고로 높습니다. 발의안 13과 발의안 60 및 90(노인들을 위한 재산세 과세 
기준 이전)의 확고하고 오랜 지지자로서, 저는 우리 시스템을 모두에게 더욱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 
일하겠습니다. 지난 32년간, 저는 Silicon Valley에서 부동산업에 종사하면서 California 정부의 미래 
지출과 잉여금과 지불준비금까지 감당할 수준으로 재산세와 판매세가 치솟는 것을 지켜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적인 목적 없이 세금 인상에 힘쓰는 움직임을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하원 의원들과 입법 의원들의 과도한 지출과 공약에 대비한 자금 마련 뿐입니다. 
저는 조세형평국에서 책임과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저는 거의 10년 간 지역사회의 
K–8 및 9–12 교육구 시민감독위원회(Citizen’s Oversight Committees) 의장을 맡았습니다. 저는  
제 거주 지역 카운티에서 노인들을 위한 발의안 90호를 보전하기 위해 (두 번) 싸웠습니다. 저는 매일 
재산세 및 재산세가 가정과 개인에 미치는 영향 문제를 다룹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문제는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며, 그 중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재산세입니다. 이제는 현황을 잘 이해하면서 
동시에 California에 거주하는 모두가 직면하는 부담을 덜어 줄 근면 성실한 사람을 뽑을 때가 왔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www.burnsforboe2018.com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1 So. De Anza Blvd., 
Suite 150
Cupertino, CA 95014

전화: (408) 777-9997
이메일: mark@markburns.com
www.burnsforBOE2018.com

후보자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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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명서
조세형평국

Tony Vazquez | 민주당

후보자 성명서가 없습니다.

지역구 3

G. Rick Marshall | 공화당

저는 California 납세자 행동 네트워크 (California Taxpayers Action Network)의 CEO입니다. 
저희의 노력으로 공공 지출에서 낭비 및 부패를 쫓아낸 덕분에 세금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밝혀지지 
않은 납세자의 세금이었습니다. 조세형평국 (BOE)에 선출된다면, 저는 이와 같은 낭비와 부패를 
방지하여 납세자의 소중한 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근면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저는 남편이자 
아버지이며, 기획 위원입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는 납세자입니다. 저에게는  
BOE의 진실성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BOE의 구성원으로서, 제 봉사의 토대는 "셀프 
서비스"가 아닌 "공공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Muscular Dystrophy를 위해 기금을 
마련할 때, 수감자의 자녀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누어줄 때, Junior Achievement로 어린 
청소년들에게 멘토링을 해줄 때 저를 이끌어주었습니다. 수자원국장을 시작으로 지역정부에 봉사하고, 
뒤이어 기획 위원으로 일한 모든 기간 동안, 저는 절대로 다른 주 혹은 연방 조사 기관의 의심을 산 일이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수사 기관의 대상이 된 적이 없습니다. 정직함. 진실성. 투명성. 공공 서비스.  
Rick Marshall이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저는 휘발유세 폐지를 지지하며 폭우 과세에 
반대합니다. 발의안 제 13호를 보호하고 지키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oward Jarvis Taxpayers 
Association PAC도 저에게 영광스럽게도 지지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여러분을 
실망시켰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정치와 마찬가지로, 과도하게 거두면서 문제 해결은 거의 하지 않는 
정부의 세금 낭비에 지쳤다면 조세형평국 후보 G. Rick Marshall을 선택해주십시오. 한 표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2390 Crenshaw Boulevard,
#409 
Torrance, CA 90501

전화 번호: (310) 346-7425
이메일: rick@grickmarshall.com
grickmarshall.com
www.facebook.com/grickmars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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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명서
조세형평국

Joel Anderson | 공화당
이곳을 방문하여taxpayersforanderson.com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십시오. 1978년, Howard Jarvis가 
발의안 13호를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 Howard Jarvis는 Taxpayers Association을 설립해 
제한 13 호를 보호하고 납세자들이 악의적인 세금 정책에 노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hjta.org)Joel 
Anderson은 California의 대표적인 제안 13 호 지지자, Howard Jarvis Taxpayers Association이 
지지합니다. Anderson은 발의안 13호에 명시된 권리를 계속해서 보호하고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근로자 
가정과 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공평하게 대우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Howard 
Jarvis Taxpayers Association의 회장은 그를 "납세자들의 록 스타"로 불렀으며, 단체가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입법 등급을 수여했습니다. 그는 휘발유세 증세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이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일, 즉 특수 이익을 거저 주는 일에 맞서는 사람들을 위해 나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California Taxpayers Association, 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와 California 
Chamber of Commerce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에 이바지한 댓가로 최고의 등급을 받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또한 그는 California 중소기업 연합(California Small Business Association)과 California 
중소기업 원탁회의(California Small Business Roundtable)에 의해 "올해의 California 주 상원 의원"
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여한 공로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재향 
군인회(American Veterans), 아메리칸 리전(American Legion), California 주 군사령관 재향 군인회
(California State Commanders Veterans Council), California 해외참전용사부(California Veterans 
of Foreign Wars Department), 미국 베트남 전쟁 퇴역 군인회(Vietnam Veterans of America),  
미국 군장교 협의회 California 지부 위원회(Military Officers Association of America California 
Council of Chapters)로부터 6 번이나 권위 있는 상인 "올해의 국회의원(Legislator of the Year)" 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Pomona First Federal Savings and Loan Association에서 정규직 부동산 감정사로 
일하는 동시에 California State Polytechnic University, Pomona에서 경영 학사를 수여하였습니다. 
교육과 경험. 수십 년 간 쌓은 비즈니스 경험과 납세자 옹호 공공 실적이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갖춘 
조세형평국 후보입니다. 

전화: (619) 204-2200
이메일: ande434@cox.net
taxpayersforanderson.com

Mike Schaefer | 민주당
Mike Schaefer를 소개합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으며,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UC Berkeley, 
Notre Dame, USC, San Diego State, Georgetown에서 공부했습니다. 시, 카운티, 주, 연방정부의 법률 
공무원이며, 검사, 의회 의원을 거쳐 SEC 및 California 증권 조사관, 공공보건국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조세형평국에 앞서 부동산 과대평가에 성공적으로 도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전 선거에서 경찰관 협회
(Police Officers Association), 카운티 보안관(County Sheriffs)으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을 
모든 부당한 세금 인상으로부터 지키는 Howard Jarvis 납세자 연합을 지지합니다. San Diego 출신이자 
경쟁력 있는 주요 기업가로서, 모든 수준의 정부가 주택 소유주 및 중소 기업인들을 존중하도록 늘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 단체에서 활발히 강연합니다. 활동적인 가톨릭 
지도자입니다. 아들 Derek은 성공하여 Coachella Music Festival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틀즈
(Beatle)와 롤링스톤즈(Rolling Stones)와 만납니다.) Mike는 Dr. Seuss부터 Dr. Salk 에 이르기까지 
많은 리더들과 일했습니다. 또한 Brown & Brown 주지사 및 Reagan까지, 연주자 Bob Hope부터 권투계 
아이콘 Archie Moore까지, LL Cool J, classmate Frank Zappa, Debbie Reynolds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한 바 있습니다. 선거법의 공정한 수행으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모든 
California 투표 용지의 무작위 비 알파벳 목록 작성에 책임을 집니다. 선거에서 공평한 경쟁의 장을 
요구합니다. San Diego Animal Rescue mission의 지지자입니다. 

4494 Mentone St. #12
San Diego, CA 92107

전화: (213) 479-6006
이메일: oz.blueman@yahoo.com
equalization4.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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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순서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페이지의 성명서는 후보자가 제공한 것으로 정확성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각 성명서는 자발적으로 제출되었으며 해당 
후보자가 지불한 것입니다. 성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 역시 다른 방법으로 투표 용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 성명서
공립 학교 교육감(초당파적 공직)

• 주 공립 학교의 수장으로서, 지역 교육구에 교육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학업 성과 향상을 위해 교육계와 
협력합니다.

• 교육부를 이끌며 주 교육위원회가 마련한 정책을 실행합니다.

• 주 고등교육 시스템 간부회 직무상 구성원으로 일합니다.

Marshall Tuck
저는 공립 학교 부모이자 교사의 아들로서, 공공 교육의 힘을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누려야 마땅한 교육을 제공하려면 California의 공립 학교에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 
실제로 결과를 가져다 준 공립 학교 시스템을 이끌었기 때문에 주 교육감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교사 및 
학부모와 협력하여, 저희는 교실에 더 많은 기금을 제공했고, 관료주의를 축소했으며, 더 많은 학생이 
대학 진학과 취직에 전념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저는 저소득 지역에 공립학교 10곳을 신설하는 데 
도움을 중었습니다. 그 중 8 곳은 U.S. News & World Report가 선정한 미국 내 고등학교 랭킹에서 
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제가 Los Angeles에서 어려움을 겪는 공립 학교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활동을 이끌었을 때, 저희는 졸업률을 60% 이상까지 끌어올렸으며, California 내 모든 대규모 학교 
시스템 중 가장 큰 학업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저희 “부모 대학(Parent College)”는 주 전체 모델이 되어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주 교육감으로서 저는 Sacramento와 
Washington, DC의 정치인들에 맞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우선 순위는
(1) 지역 교실에 더 많은 기금을 제공하고 관료주의와 낭비를 축소하고 (2) 교사와 학부모가 교육 결정을 
더 많이 내릴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며 (3) 직업 훈련과 대입 준비를 확장하여 모든 학생들이 21세기에 
성공을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획 전체 내용은 MarshallTuck.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California의 모든 아이들이 누려야 마땅한 교육을 제공합시다.

20 Galli Drive, Suite A
Novato, CA 94949

전화: (657) 229-3579
이메일: marshalltuck@marshalltuck.com
www.MarshallTuck.com
www.facebook.com/TuckforCalifornia/

Tony K. Thurmond
저는 수준 높은 공립 학교가 California 미래를 책임질 핵심이라고 믿기 때문에 공립 학교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교육은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비천한 제 신분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저는 편모 슬하에서 자랐으며, 제 어머니는 Panama에서 교사가 되기 위해 온 이민자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작 6 살이었을 때 암과의 사투를 끝내 이기지 못하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학에 갈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지지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도움과 탄탄한 공립 교육 덕분에, 저는 대학교 
학생회장이 되었고 더 나아가 석사 학위 두 개를 얻었습니다. 청소년 및 가족을 평생 지지해 온 입장에서 
저는 학교에서 12 년간 근무했으며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위기 청소년 상담을 하며 첫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West Contra Costa 통합 교육구 위원회, Richmond 시 의회, 그리고 현재 
California 주 의회에서 일한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교육감으로서, 저는 California의 아동들이 수준 
높은 동네 학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확실히 일하겠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는 이런 노력을 
취하겠습니다: 1) 커리큘럼을 현대적으로 개선하여 급속도로 성장하는 21세기 경제에서 학생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2)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예술, 수학에 초점을 맞추어직업 교육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 교사들에게도 투자를 하겠습니다. 임금을 인상하고, 전문 능력 향상 기회를 
마련하고, 적절한 가격에 주택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해 교육 지역 안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비판적 사고 향상을 우선순위로 두겠습니다. 시험을 위해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5) California 
아동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Betsy DeVos의 반교육 정책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상원 의원 Kamala Harris, 
California 민주당, 현 교육감 Tom Torlakson, Planned Parenthood Affiliates of California, Sierra 
Club, Equality California, Los Angeles Times, Sacramento Bee, 교사, 간호사, 소방관 분들 외 많은 
분들이 저를 지지해주셨습니다. 
P.O. Box 2145
Richmond, CA 94802

전화: (510) 859-3241
이메일: tony@tonythurmond.com
TonyThurmond.com
facebook.com/Tony.Thurmo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