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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명서에 관한 정보
본 안내서의 내용
이 유권자 안내서에는 미국 상원의원과 California 전역의 헌법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안내서  
75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미국 상원의원 후보자는 이 투표자 안내서에 후보자 성명서를 위한 공간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는  
성명서를 위한 해당 공간을 구매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 상원의원 후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Kevin de León 민주당
Dianne Feinstein 민주당

California 법은 주 공직(연방 공직이 아님) 출마 후보자에 대한 자발적 지출에 대해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비용을 명시된 일정 금액 미만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주지사, 부지사, 주 국무장관, 회계 감사관, 주 재무장관, 법무장관, 
보험 감독관, 공교육감 및 조세 형평국 등의 헌법에서 정한 주 전역 공직 출마 후보자들은 이 투표자 안내서에서 후보자 
성명서를 게재하기 위한 공간(최대 250단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6일 총선에서 주지사 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자발적 지출 한도는 $14,588,000입니다. 

2018년 11월 6일 총선거에서 부지사, 총무처 장관, 회계 감사관, 주 재무장관, 법무장관, 보험 감독관 및 공교육감직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자발적 지출 한도는 $8,753,000입니다. 

2018년 11월 6일 총선거에서 조세 형평국 위원직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자발적 지출 한도는 $2,188,000입니다. 

다음 후보자 목록에서, 별표(*)는 California 자발적 선거운동 지출 한도를 수락함으로써 이 투표자 안내서의 후보자 
성명을 위한 공간을 구매하기로 선택한 주 전역 헌법에서 인정한 공직 출마 후보자를 나타냅니다. (자격을 충족하는 일부 
후보자는 후보자 성명서를 위한 공간을 구매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 전역 헌법에서 정한 공직 후보자 성명서는 이 투표자 안내서의 75-88페이지에 있습니다. 

주 전역 헌법에서 인정한 공직 출마 후보자들의 목록은 이 투표자 안내서의 게재기간 종료일인 2018년 8월 13일까지  
유효합니다. 이 안내서가 공개된 후, 예정 후보자의 인증된 최종 목록은 www.sos.ca.gov/elections/candidate-statements/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 
John H. Cox* 공화당
Gavin Newsom 민주당

부지사 
Eleni Kounalakis* 민주당
Ed Hernandez* 민주당

주 국무장관 
Alex Padilla* 민주당
Mark P. Meuser* 공화당
회계 감사관 
Betty T. Yee* 민주당
Konstantinos Roditis* 공화당

재무장관 
Greg Conlon* 공화당
Fiona Ma* 민주당

법무장관 
Steven C. Bailey* 공화당
Xavier Becerra* 민주당

보험 국장 
Ricardo Lara* 민주당
Steve Poizner* 무소속

제 1 지구 조세 형평국 
Ted Gaines* 공화당
Tom Hallinan* 민주당

제 2 지구 조세 형평국 
Malia Cohen* 민주당
Mark Burns* 공화당

제 3 지구 조세 형평국 
Tony Vazquez* 민주당
G. Rick Marshall* 공화당

제 4 지구 조세 형평국 
Mike Schaefer* 민주당
Joel Anderson* 공화당

교육감 
Tony K. Thurmond* 무소속
Marshall Tuck* 무소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