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확성 확인서

본인 Alex Padilla는 California 주 국무장관으로서, 여기에 수록된 법안들이 

2018년 6월 5일 주 전역에서 열리는 예비선거에서 California 주의 
유권자들에게 제출될 것이며, 법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2018년 3월 12일 California 주 Sacramento에서 서명 날인했습니다.

Alex Padilla, 주 국무장관

California 주 전역의 
직접 예비선거

2018년 6월 5일 
화요일  
선거

투표소는 선거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합니다!

★ ★ ★ ★ ★  공식 유권자 정보 안내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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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어떠한 권리라도 거부를 당했다고 생각되시면, 주 국무장관의 수신자부담 비밀 유권자 직통전화  
(866) 575-1558으로 연락하십시오.

유권자의

권리장전
유권자에게는 다음의 권리가 있습니다.

 1 
등록 유권자라면 투표할 수 있는 권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투표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 California에 거주하고 있는 U.S. 시민권자
• 최소 연령 18세
•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등록되어 있을 것
• 현재 주 교도소나 연방 교도소에 있지  

않거나, 중범죄 유죄 선고로 가석방  
중이 아닐 것

• 현재, 투표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없다고 
법원에 의해 판정되지 않았을 것

 2 
유권자 이름이 목록에 없더라도 등록된 
유권자라면 투표할 수 있는 권리. 그럴 경우,  
임시 투표용지를 이용해 투표하게 됩니다.  
선거 공무원이 귀하가 투표할 자격이 있다고 
결정하면 귀하의 투표를 산입하게 됩니다.

 3 
투표소가 닫히더라도 여전히 줄을 서 있다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

 4 
그 누구로부터라도 방해를 받거나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 없이도 비밀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

 5 
투표용지를 아직 던지지 않은 한, 실수를 했다면 
새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허용되는 사항:

투표장소에서 선거 공무원에게  
새 투표용지를 요구하는 행위.
선거사무소 또는 투표장소에서 우편 
투표용지를 교환하거나 임시  
투표용지를 이용하여 투표하는 행위.

 6 
자신의 고용주 또는 노동조합 대표를 제외하고 
누구로부터든 투표용지를 던지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권리.

 7 
California에 있는 어떤 투표소에서라도 작성한 
우편 투표용지를 던질 수 있는 권리.

 8 
자신의 선거구 있는 충분한 수의 사람들이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할 경우 그 언어로  
된 선거자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9 
선거 공무원에게 선거 절차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선거 과정을 시청할 수 있는 권리. 질문을 받는 
사람이 유권자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답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에게 보내주어야 
합니다. 유권자가 지장을 줄 경우, 선거 공무원은 
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0 
불법적이거나 기만적인 선거행위를 
선거공무원이나 주 국무장관실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
	웹사이트 www.sos.ca.gov에서
✆ 전화 (866) 575-1558으로
 이메일 elections@sos.ca.gov로

http://www.sos.ca.gov
mailto:elections@sos.ca.gov


목차 페이지

 3

빠른 참조 안내서 5

발의안
68 공원, 천연자원 보호, 기후변화 적응, 수질 보호 및 물공급, 홍수 예방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발행 승인.  8

69 일정한 신규 교통 수입은 교통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함. 입법부의 헌법개정.  14

70 탄소 배출권 거래제 준비금의 사용을 승인하는 입법부의 압도적 다수결 요구.  
입법부의 헌법개정.  18

71 투표 법안의 발효일 설정. 입법부의 헌법개정.  22

72 입법부가 새로이 건설되는 빗물 수집 시스템을 재산세 재산정 요건에서 제외할  
수 있게 허가함. 입법부의 헌법개정.  26

주 채권 채무의 개요 30

후보자 성명서 37

정당 목적 진술서 86

유권자 정보 

유권자의 권리장전   2
주 전역 후보자와 투표 법안에 대한  
상위 기부자  7
자신의 투표소 또는 투표 센터 찾기  7
California 선거   32
유권자의 선택에 관한 법   33
후보자 성명서에 관한 정보  34
카운티 선거 사무소   84
제안되는 법의 내용에 관한 중요한 고지   85
장애인 투표자를 위한 지원   88
군인 및 재외 유권자를 위한 정보   89

선거일에 투표 관리자로 일하십시오   90
귀하의 유권자 신분 상태를 온라인으로  
확인하십시오   91
16세에 사전 등록하십시오.  
18세에 투표하십시오.  91
선거일에 관한 정보   92
조건부 유권자 등록   92
유권자 등록   93
유권자 등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내   93
잠정적 투표   94
날짜를 기억하세요   95

주 국무장관의 웹사이트 방문:
• 캠페인 기부금 및 로비 활동 조사 cal-access.sos.ca.gov 또는 powersearch.sos.ca.gov/
• 이 유권자 안내서를 다른 언어로 보기 www.voterguide.sos.ca.gov
• 자신의 등록 상태와 등록 정보 확인 voterstatus.sos.ca.gov
• 선거 당일 자신의 투표소나 투표센터 찾기 www.sos.ca.gov/elections/polling-place 또는  

voterstatus.sos.ca.gov
• 우편투표 투표용지 정보 받기 www.sos.ca.gov/elections/voter-registration/vote-mail/
• 첫 투표를 하는 유권자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읽으세요 www.sos.ca.gov/elections/voting-california
• 선거 당일 투표소가 마감된 후 실시간 선거 결과 시청 vote.sos.ca.gov
• Madera 카운티, Napa 카운티, Nevada 카운티, San Mateo 카운티, Sacramento 카운티 선거에  

오는 좋은 개선사항에 대해 알아보기 VotersChoice.sos.ca.gov

http://www.voterguide.sos.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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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국무장관

친애하는 Californians,

투표권보다 더 위대한 권리는 없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자격이 되는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때 발전합니다. 유권자는 투표를 통해 자신의 지역 리더, 주 리더, 국가 리더를 

선출하고 자신의 목소리가 반영되게 할 수 있습니다. 주 전역에서 실시되는 직접 예비선거가 

6월 5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선거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유권자 여러분이 

United States의 시민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실 것을 권합니다.

여기에서 제시되는 모든 정보는 유권자 참조를 위한 것입니다. 이 유권자 안내서는 유권자 

여러분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이에는 공평한 

분석, 많은 투표 법안들에 대한 찬반 주장, 후보자의 선언서, 유권자 권리장전, 기타 중요한 

정보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California 주 국무장관 웹사이트  

www.VoterGuide.sos.ca.gov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언제든지 VoterStatus.sos.ca.gov를 방문하여 자신의 유권자 등록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VOTE CALIFORNIA 앱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다운로드 받아 

중요한 선거 정보에 접근하여 가장 가까운 곳의 투표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에 오른 각 후보들이나 발의안에 자금을 제공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PowerSearch.sos.ca.gov를 참조하십시오.

투표하는 방법, 투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주 국무장관실에 수신자부담 

전화 (866) 575-1558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 지역 카운티 선거 공무원의 

연락처를 구하시려면, 주 국무장관 웹사이트 www.sos.ca.gov/county-elections-offices를 

참조하십시오.

우리 주와 우리 나라의 미래를 향한 귀하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주 전역에서 실시되는 직접 

예비선거가 6월 5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귀하의 투표는 중요합니다. 투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길입니다. 자신의 뜻이 반영되게 하십시오. 투표에 참여하세요!



 빠른 참조 안내서 | 5

요약	 입법부에 의한 투표용지 상정
다음 사항들의 목적을 위한 $40억의 일반채권 발행 승인: 공원, 
천연자원 보호, 기후변화 적응, 수질 보호 및 물공급, 홍수 예방. 
재정적 영향: 40년에 걸쳐서 매년 평균 $2억의 주 채권 상환비용 
증가. 지방정부의 천연자원 관련 프로젝트를 위해 향후 몇십 년에 
걸쳐서 매년 평균 수천 만 달러 절약.

발의안 공원, 천연자원 보호, 기후변화 적응, 수질 보호 및 물공급,  
홍수 예방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발행 승인.68

아니오 가뭄, 물, 공원, 
기후, 해안 보호, 

야외 접근성 등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위해 차입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California는 
충분한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50개 모든 주들 중에서 최악의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California 주가 가장 피해야 할 
게 바로 부채를 추가로 떠앉는 
것입니다!

예 California는 가뭄, 산불, 
홍수, 우리의 물과 

천연자원에 대한 다른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68에 대한 찬성: 천연자원과 
재난 예방에 투자, 오염된  
음용수 정화, 지방의 물 공급원 
증가, 어린이와 미래의 세대를 
위한 안전한 공원 제공. 연례 
감사로 책임성을 확보합니다. 
American Lung Association  
in California, California 
Chamber of Commerce,  
The Nature Conservancy  
등의 단체들이 찬성: 
www.YES68CA.com

주장

아니오 이 법안에 대한 
반대표가 갖는 

의미: 주는 서식지 보존, 공원,  
물 관련 프로젝트 등 다양한 
천연자원 관련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41 억의 일반채무 채권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예 이 법안에 대한 찬성표가 
갖는 의미: 주는 서식지 

보존, 공원, 물 관련 프로젝트 등 
다양한 천연자원 관련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41 억의 일반채무 채권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귀하의 투표가 갖는 의미

요약	 입법부에 의한 투표용지 상정
2017년 교통 자금법에 의해 발생한 일정한 수입을 오로지  
교통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입법부가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것을 금지함. 재정적 영향: 주와 지방정부의 수입액이나 
비용액에는 직접적 영향이 없으나, 일정한 자금의 지출에는  
영향을 줄 수도 있음.

아니오 이 법안에 대한 
반대표가 갖는 

의미: 미래의 입법부는 현재의 
법을 개정하여, 교통 이외의 
목적에 대하여 최근에 제정된 
연료세와 차량 수수료로부터 
나오는 수입분을 지출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이 법안에 대한 찬성표가 
갖는 의미: 입법부는 주 

헌법 하에서 교통 목적(도로 
보수, 교통체계 개선 등)으로 
최근에 제정된 연료세와 차량 
수수료부터 나오는 수입을 계속 
지출해야 합니다. 

귀하의 투표가 갖는 의미

추가 정보

찬성
Ann Newton
Californians for Clean Water 
and Safe Parks
12711 Ventura Blvd., 
Suite 170
Los Angeles, CA 91604
(818) 760-2121
anewton@fionahuttonassoc.com
www.YES68CA.com

반대
Lance Christensen
California State Senator  
John MW Moorlach
Capitol Room 2048
Sacramento, CA 95814
(916) 651-4037
lance.christensen@sen.ca.gov
moorlach.ca.gov

추가 정보

찬성
지역 교통 개선 프로젝트를 
보호하기 위한 연대
(866) 285-9833
info@YesProp69.com
YesProp69.com

반대
Katie Masingale
California State Assembly, 
Office of Assemblyman  
Frank Bigelow
California State Capitol,
Suite 4158
Sacramento, CA 95814
(916) 319-2005
Katie.Masingale@asm.ca.gov
ASM.CA.GOV/Bigelow

발의안 일정한 신규 교통 수입은  
교통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함. 입법부의 헌법 개정. 69

아니오 Sacramento의 
깨진 약속으로 

California 전역에 위축되고, 
낡고, 막힌 교통체계를 
가져왔습니다. 발의안 69는 
새로운 도로를 고치거나 
구축하지 않는 교통 자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발의안 69는 
가스 세금 수입에서 $10 억 
이상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발의안 69에 대한 반대표.

예 발의안 69는 기존의 교통 
세금이 오로지 교통 개선 

프로젝트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게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입법부가 이러한 자금을 교통 
목적 아닌 곳으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발의안 69는 
납세자를 보호합니다. 세금을 
올리지 않습니다. League of 
Women Voters California, 
California Chamber of 
Commerce, California NAACP, 
Congress of California Seniors
가 지지합니다.

주장

빠른 참조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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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탄소 배출권 거래제 준비금의 사용을 승인하는 입법부의 압도적  
다수결 요구. 입법부의 헌법개정.70

요약	 입법부에 의한 투표용지 상정
2024년부터, 입법부가 3분의 2의 찬성으로 수입의 사용을 승인할 
때까지, 탄소 배출권 거래제로부터 오는 수입을 준비금으로 
축적해야 함. 재정적 영향: 2024년부터, 연간 영에서 몇 억 달러에 
이르기까지 주 판매세 수입에서의 잠정적인 일시적 증가가 있으며, 
온실가스 방출권 판매로부터 오는 수입이 지출되는 방법에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음.

반대 발의안 70은, 해로운 
공기 오염과 기후 

변화를 저지하기 위한 주의 
최우선적 프로그램을 약화시키기 
위해 석유업계가 후원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입법적 
정체를 가중시키고, 공중보건을 
해치며, 환경에 반하는 특수 
이해관계에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35개 환경단체들과 
League of Women Voters 
California는 발의안 70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찬성 발의안 70은 
DEMOCRATS와 

REPUBLICANS, 노동계, 산업계,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고 우리의 
경제를 살리고 싶어하는 
농장주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3분의 2 찬성을 강제함으로써 
모든 CALIFORNIAN들에게	
이익이 되는 우선적 프로그램에 
돈이 현명하게 지출되도록 하고,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프로젝트에 
돈이 전용되지 않도록 합니다. 
www.YesOnProposition70.com

주장

아니오 이 법안에 대한 
반대표가 갖는 

의미: 입법부는 다수 투표로써, 
온실가스 방출 허가 판매로부터 
오는 주의 수입을 지출할 수 
있도록 계속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조 장비 및 일정한 
기타 장비에 대한 주 판매세 
면제는 2030년 7월 1일까지 
유효하게 남습니다.

예 이 법안에 대한 찬성표의 
의미: 2024년 1월 1

일부터, 주의 온실가스 방출 허가 
판매로부터 오는 수입을 새 
특별기금으로 예치하게 됩니다. 
그러한 예치는, 입법부의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의 투표로 
통과된, 그 기금의 돈을 지출하는 
법의 발효일까지 계속됩니다. 
제조 장비 및 일정한 기타 장비에 
대한 주 판매세 면제는, 경매 
수입이 특별기금으로 예치되는 
동일한 기간 동안은 정지됩니다.

귀하의 투표가 갖는 의미

추가 정보

찬성
Yes on Proposition 70
Info@YesonProposition70.com
www.YesOnProposition70.com

반대
info@stopprop70.org
www.stopprop70.org

빠른 참조 안내서

요약	 입법부에 의한 투표용지 상정
투표자 과반수로 승인되는 투표 법안은 주 국무장관이 선거 결과를 
확인한 때로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 재정적 영향: 
주 및 지방정부 재정에는 거의 영향이 없거나 영향이 전혀 없을 
것으로 보임.

아니오 이 법안에 대해 
반대표가 갖는 

의미: 주의 대부분의 투표 법안은 
계속해서 선거일이 끝난 날에 
발효됩니다.

예 이 법안에 대한 찬성표가 
갖는 의미: 주의 대부분의 

투표 법안(발의안 이라고도 함)은 
선거일로부터 약 6주 후 주 
전역의 투표가 계산되고 확인된 
후에 발효합니다.

귀하의 투표가 갖는 의미

발의안
투표 법안의 발효일 설정. 입법부의 헌법개정. 71

반대
Gary Wesley
gary.wesley@yahoo.com

추가 정보

찬성
Kevin Mullin
CA State 하원  
의장 대행
Rm. 3160 CA State Capitol
Sacramento, CA 95814
(916) 319-2022
Kevin.Mullin@asm.ca.gov

주장

반대 발의안 71은 취지는 
좋지만 불필요하며, 

미래의 투표 법안이 현재 
California Constitution이 
허락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선거가 끝난 후의 날”로 
소급하여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을 저지합니다. 때로는, 
유권자들이 정한 법의 
변경사항이 가능하면 빨리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성 발의안 71은 장래의 
선거에서 투표 법안 

시행일에 대한 혼선을 방지해 줄 
것입니다. 현재, 법안들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선거가 끝난 날에 발효됩니다. 
발의안 71은 법안들이 발효되는 
확실한 시점을 규정하고, 선거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때의 혼란을 없애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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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입법부에 의한 투표용지 상정
2019년 1월 1일부터 입법부가 재산세 재산정 없이도 빗물  
수집 시스템의 건설을 허용하는 것을 허가함. 재정적 영향: 
지방정부에게는 연간 재산세 수입이 약간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발의안 입법부가 새로이 건설되는 빗물 수집 시스템을 재산세 재산정  
요건에서 제외할 수 있게 허가함. 입법부의 헌법개정.72

반대 발의안 72에 
반대하는 주장이 

제출된 바 없습니다.
찬성 발의안 72는 우리 주 

전체에 도움이 되는, 
빗물 재활용 시스템을 설치하는 
주택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인상을 방지합니다. 이 가산세를 
없앰으로써 귀중한 음용수를 
보존하고, 물고기와 야생생물에 
도움을 주며, 상수도 요금을 
낮춥니다. 사람들이 물을 
보전했다는 것때문에 가산세를 
내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발의안 72에 대한 찬성.

주장

아니오 이 법안에 대한 
반대표가 갖는 

의미: 빗물을 수집하여 저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부동산에 
설치하면 더 많은 재산세  
고지를 받게 됨.

예 이 법안에 대한 찬성표가 
갖는 의미: 빗물을 

수집하여 저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부동산에 설치하여도 
더 많은 재산세 고지를 받지 
않도록 함.

귀하의 투표가 갖는 의미

추가 정보

찬성
Steven Glazer
California State Senate
21C Orinda Wy. #111
Orinda, CA 94563
Steven@SaveCaWater.org
SaveCaWater.org

반대
연락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빠른 참조 안내서
주 전역 후보자와 투표 법안에  
대한 상위 기부자
어떤 위원회(후보자나 투표 법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돈을 받거나	
지출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투표 법안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면서 최소한 $100 만를 모을 때, 그 위원회는 
상위 10 기부자를 California Fair Political Practices 
Commission (FPPC)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위원회는		
변경 사항이 있으면 상위	10 목록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록은	FPPC 웹사이트  
http://www.fppc.ca.gov/
transparency/top-contributors.html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투표소 또는 투표 센터 찾기
투표소와 투표 센터는 카운티 선거 관리들이 설치합니다.	
선거일로부터	2주쯤 전에 우편으로 받으시게 될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서 투표소 주소나 투표 센터 위치를	
알아보십시오.

또한,	주 국무장관 웹사이트	voterstatus.sos.ca.gov 
또는 www.sos.ca.gov/elections/polling-place를	
참고하시거나 수신자부담 유권자 직통전화	
(866) 575-1558으로 문의하십시오.

GOVOTE(468683)로 Vote 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귀하의	
투표소 위치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iOS나 Android 
스토어에서 Vote California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Madera 카운티, Napa 카운티, Nevada 카운티, San 
Mateo 카운티, 또는 Sacramento 카운티에서 거주하고	
계실 경우,	귀하 카운티의 어느 투표 센터에서라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VotersChoice.sos.ca.gov를	
참고하시거나 이 안내서	3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유권자 권리장전
귀하의 투표권에 대하여 더 상세한 내용은 이 안내서		
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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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68
법무장관이 작성한  법무장관

배경
천원자원 프로그램에 대한 주의 지출. 주는 
환경을 보호하고, 천연자원을 보존하고, 
홍수를 예방하고, 수질을 개선하고, 일반인을 
위한 레크레이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 비영리단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게 보조금과 융자금을 

제공합니다. 최근, 주는 이러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약 $50 억을 매년 
지출해 왔습니다. 주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로 일반채무(GO) 채권, 
수수료 수입, 주의 일반자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반자금은 교육, 교도소, 
건강보험, 기타 서비스를 부담하는 주의 주요 
운영계정입니다.)

• 다음 사항들의 목적을 위한 $40억의 
일반채권 발행 승인: 주 공원 및 지역 
공원의 조성 및 재건, 천연자원 보호 
프로젝트, 기후변화 적응, 수질 보호 및 
물공급 프로젝트, 홍수 예방 프로젝트.

• 동일한 목적을 위해, 이전 채권발행 
법안들에서 사용되지 않은 $1억 채권의 
재배정.

• 채권 상환을 위해 일반자금으로 충당.

• 일정한 프로젝트를 위해 비  
스테이트 매칭 펀드가 
필요하며, 일정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사회적 빈곤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함.

• 연례 감사가 필요함.

주 정부와 지방정부 순 재정적 영향에 대한 
입법 분석가의 추정 요약:
• 향후 40년에 걸쳐서 매년 평균 $2억의 주 

채권 상환비용 증가.

• 향후 몇십 년에 걸쳐서 지방정부는 매년 
평균 수천 만 달러의 절약 가능.

입법분석관의 분석

SB 5 (발의안 68)에 대해서 입법부가 던진 최종 투표
(CHAPTER 852, STATUTES OF 2017)

상원: 찬성 27 반대 9

하원: 찬성 56 반대 21

이 메시지의 내용은 주 국무장관의 웹사이트  
http://voterguide.sos.ca.gov/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O:\Workload\2017\170657\Figure X_State Bond Cost Estimates.indd (12/04/2017, 02:06 
pm)

주 채권 비용 추정액
승인된 신규 차입액 $40억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평균 연간비용 $2억
예상 상환 기간 40년
상환 자금원 일반 세입

공원, 천연자원 보호, 기후변화 적응,  
수질 보호 및 물공급, 홍수 예방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발행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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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분석관의 분석 계속

주와 지방정부의 천연자원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목적을 지원합니다.

• 천원자원 보존. 주에서는, 광야, 공터, 
삼림, 야생생물 서식지, 강, 호수, 개천, 
연안 서식지 등 자연 영역을 매입하여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합니다. 주의 보존 프로그램은 
많은 경우, 주의 자연보존 부서와 
기타 부서들이 관장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지방정부 또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다른 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 주 공원 및 지역 공원. 주는 280 개 공원을 
포함하는 주 공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는 지방정부가 
지방 공원과 지역 공원, 산책로, 기타 
레크레이션 구역을 매입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홍수 예방. 주는 주의 Central Valley 
홍수 관리 시스템의 일환으로, 홍수 
예방 프로젝트의 건설과 수리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큰 폭풍이 
왔을 때 물이 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회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방과 프로젝트를 
수리하고 강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포함됩니다. 주는 또한, 지방정부들이 
주 전역에서 유사한 종류의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합니다.

• 안전한 음용수. 주는 깨끗한 음용수에의 
접근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지역 
프로젝트를 위해 융자를 하고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그러한 프로젝트에는, 해당 
지역의 물 공급으로부터 오는 유해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장비를 설치하는 
프로젝트가 포함됩니다.

• 기타 물 관련 프로젝트. 주는 수질을 
개선하거나 물 공급의 의존성을 개선하는 
주 전역의 다양한 다른 프로젝트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는 물 재활용 및 재사용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더 많은 지하수를 저장("지하수 
재충전"이라 함)하고,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기관들에게 
융자금과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천원자원 프로그램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거의 채권. 유권자들은 2000년부터, 다양한 
천연자원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 
전역의 선거에서 약 $270  억의 GO 채권을 
승인해 왔습니다. 2017년  6월 현재, 이 
계정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약 $90  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용 가능한 채권 자금의 대부분은 
2014년 승인되었던 발의안 1에 의한 물 관련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주는 주의 일반자금을 
이용하여 이자부 GO 채권을 시간 경과에 
따라 상환하고 있습니다. (채권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이 제안되는 채권이 주의 
예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이 안내서의 뒷부분에 있는  
“주 채권 채무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제안
천연자원 프로그램을 위한 $41 억의 GO 채권. 
주는 이 발의안을 통해 다양한 천연자원 관련 
프로그램을 위해 총 $41 억의 GO 채권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총액에는 신규 채권 $40 억이 
포함됩니다. 이에는 또한, 이전에 유권자들이 
특정한 천연자원 이용을 위해 승인했던 판매되지 
않은 채권 $1 억의 전용이 포함됩니다. 

채권 자금의 구체적 목적. 이 발의안은 주의 여러 
부처들과 지방정부가 특정 천연자원 관련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을 하는 

공원, 천연자원 보호, 기후변화 적응,  
수질 보호 및 물공급, 홍수 예방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발행 승인.

발의안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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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목적은 그림 1
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에는, 대체적으로 
자연 서식지를 보존하고, 연안, 강, 기타 
생태계를 개선하고, 기후 변화의 영향(해수면 
상승, 더욱 빈번한 가뭄과 산불 등)에 견딜 수 
있도록 환경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위한 $15  억이 포함됩니다. 
이 채권은 또한, 공원들과 레크레이션 
프로젝트를 위해 $13  억을 제공하는 것으로, 
자금의 대부분은 지방 공원을 조성하거나 
개선하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채권은, 홍수 예방책 확충, 지하수 재충전 및 
정화, 안전한 음용수 제공 등 다양한 물 관련 
프로젝트를 위해 $13 억을 제공합니다.

행정적 조항들. 이 발의안에는 채권 자금이 
주의 기관들에 의해 관리되고 감독되는 
방법을 통제하기 위한 많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발의안은 채권 

자금이 어떻게 지출되어 
왔는지를 정기적으로 공개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주의 감독기관들이 
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채권이 자금을 
제공하는 몇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지방정부인 수령인이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일부 자금을 
제공할 경우에만 그러한 
자금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될 
경우, 이러한 지방정부의 
비용분담 요건은 수여 받는 
채권 자금 대비 최소한 
20 퍼센트입니다. 예로서, 

공원의 새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해 $100,000
의 보조금을 받는 도시는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최소한 $20,000를 제공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발의안에는 “빈곤 지역사회”와 매우 
빈곤한 지역사회(일반적으로, 평균소득이 
낮은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몇 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의 비용분담 요건은 이러한 지역사회에 
제공되는 대부분의 보조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발의안에 따르면, 채권에서 
정해져 있는 각 사용에 대해서는 그러한 
자금에서 최소한 15 퍼센트는 매우 빈곤한 
지역사회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재정적 영향
주 채권 비용. 이 발의안은 주에서 
투자자들에게 추가 GO 채권을 판매함으로써 

도표 1

발의안 68 채권 자금의 용도
(백만 단위)
천연 자원 보존 및 복원 $1,547
주립 관리단 및 야생 생물 보호 767
기후 준비 및 서식지 복원 443
해양 및 해안 보호 175
강 및 수로 개선 162

공원 및 휴양 시설 $1,283
공원이 거의 없는 지역의 공원들 725
지역 및 지방 공원 285
주립 공원 복원, 보존, 보호 218
트레일, 그린웨이, 시골 휴양 시설 55

수자원 $1,270
홍수 예방 550
지하수 충전 및 정화 370
안전한 음용수 250
물 재활용 100

합계 $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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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억을 차용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그러한 투자자들은 주의 일반 기금 세수를 
사용하여 이자와 함께 상환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신규 채권을 상환하는 데 있어서 
주에게 발생하는 비용은, 채권 판매 시에 
유효했던 이자율, 채권 판매 시기, 상환 기간 
등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다릅니다. 이 채권을 
상환하는 데 있어서 납세자에게 가는 비용이 
원본($40  억)과 이자($38  억) 모두를 갚는 
데 총 $78  억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향후 40 년 간 매년 평균 
약 $2 억의 상환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비율적으로 현재 주의 일반자금 
예산의 약 5분의 1에 해당합니다. 

프로젝트 완성을 위한 지방의 비용과 절약. 채권 
자금의 많은 부분이 지방정부 프로젝트에 
사용되게 됩니다. 지방 프로젝트를 위해 
주의 채권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지방정부 
자금이 이러한 프로젝트에 얼마나 많이 
지출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경우, 
주 채권을 이용함으로써 지방정부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은 
지방정부가 프로젝트에 어쨌든 지출했었을 
돈을 주 채권 자금으로 대체해 주었던 경우에 
발생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에는, 주 채권 자금으로 
인하여 지방정부가 부담할 총 프로젝트 
지출이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지방정부에 
따라서는 그런 자금이 없었다면 하지 않았을 
추가 프로젝트나 상당히 더 큰 프로젝트를 
시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채권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비용분담을 
요구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지방정부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공원, 천연자원 보호, 기후변화 적응,  
수질 보호 및 물공급, 홍수 예방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발행 승인.

발의안

68

모든 점을 감안했을 때, 지방정부로서는 이 
발의안을 통하여 이 채권으로 자금이 조달되는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약은 평균적으로 
향후 몇 십년에 걸쳐 매년 수천 만 달러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구체적 프로젝트, 주 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지방정부의 비용분담액,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추가 
자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와 지방정부에 미치는 다른 재정적 효과. 이 
채권을 운용함으로써 주와 지방정부에 미칠 
다른 재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이 조성되는 공원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프로젝트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장래의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제방을 수리하는 함으로써 
미래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한 재정적 효과에서 오는 금액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상당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 법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 목록은 
http://www.sos.ca.gov/campaign-lobbying/cal-access-

resources/measure-contributions/2018-ballot-measure-
contribution-totals/ 를 참조하십시오. 위원회의 상위 10명의 
기부자를 보시려면 http://www.fppc.ca.gov/transparency/
top-contributors/jun-18-primary.html 을 참조하십시오.

주 법안의 전문을 구하시려면 주 국무장관에게  
(866) 575-1558 으로 문의하시거나  

vigfeedback@sos.ca.gov로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사본을 우편으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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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안 68을 찬성하는 주장  ★

★  발의안 68의 찬성 주장에 대한 반박  ★

우리가 그와는 반대로 슬픈 사실에 대해 말해 볼까요? 
California는 미국 전체 50개 주 가운데에서 가장 큰 
무한정의 결손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악으로 관리되고 있는 11개 주의 2016년  
말 기준 순위와 무한정의 순결손액을 소개합니다  
(2017년 6월 30일 감사를 받은 California 재무제표는  
2월 중순 이 보고서 작성까지 작성이 완료되지 않았음): 
1. California $1690억
2. Illinois 1500억
3. New Jersey 1370억
4. Massachusetts 590억
5. Connecticut 510억
6. New York 410억
7. Kentucky  380억
8. Maryland  260억

9. Texas  200억
10. Pennsylvania 190억
11. Louisiana 120억
귀하는 정말 우리 주의 채무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채권의 원금과 이자에 대한 연간 지급액 때문에 
Sacramento가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가 위축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홈리스들을 돕는 일과 정신적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같은 것 말입니다. 
자신이 재무 자원에 대한 좋은 청지기 역할을 하지 못하여 
우리의 기반시설이 열악하다는 것을 Sacramento 입법부가 
언제 깨달을까요? 채무는 부당한 지출 습관과 부적절한 
재무관련 결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광기를 멈추게 하고 발의안 68에 "아니오"를 던지세요. 
JOHN M.W. MOORLACH, 주 상원의원
37th District

68에 대해서 찬성—불확실한 시대에 있어서 안전한 음용수를 
확보하고, CALIFORNIA의 천연자원을 보호함 
California는 더욱 빈번하고 심한 가뭄, 산불, 오염된 공기, 
예측할 수 없는 일기, 우리 주의 땅과 해안, 물에 대하여 삭감된 
연방 자금과 지원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68에 대해 찬성을 함으로써 California의 고유한 자원을 
보호하고, 모든 California 인이 깨끗하고 안전한 음용수와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음용수의 질 보호 
68에 찬성을 함으로써 오염물질이 우리의 수자원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여 California의 수질을 보호 및 
개선하고, 오염된 물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물 공급 보호. 가뭄에 대비 
발의안 68은 미래의 음용수 공급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영리하고 효율적인 접근방법입니다. • 지난 가뭄에 물이 
심각하게 고갈된 지하수 공급원 복원 • 지역적으로 더 많은 물을 
재활용하고, 농장에서 물 보존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더 많은 
빗물 수집과 홍수 예방
“68에 찬성하는 것은, 우리의 물 공급원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가 불확실한 시대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California의 미래를 위한 영리한 투자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오늘을 사는 주민들과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Tim Quinn, Association of California Water 
Agencies. 
궁핍한 지역사회에 깨끗하고 안전한 음용수와 공원 제공
California의 몇 개 지역사회는 물이 오염되어 주민들이 자신의 
집에서 수돗물을 틀어 물을 마실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많은 
곳에 있는 가정들이 안전하게 접근할 동네 공원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68에 찬성함으로써 심하게 오염된 동네의 물 공급원을 정화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의 동네 공원에 대해 오랫 동안 미루었던 
투자를 하는 게 됩니다. 
“모든 아이들은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곳을 가져야 하고, 
깨끗한 공기와 물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68에 찬성을 
하십시오.” Dr. Richard Jackson, M.D., Professor Emeritus, 
UCLA Fielding School of Public Health. 
우리의 강, 호수, 개천 보호 

68에 찬성함으로써 깨끗한 음용수의 필수적 원천이 되고, 
가족들이 등산을 하고 캠핑과 수영을 즐기고 뛰어놀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의 역할을 하는 강, 호수, 개천, 자연 영역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해안, 천연자원, 공원의 보호 
68에 찬성함으로써 공기의 질을 개선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California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자연 지역을 복원하고, 중대한 산불 예방 법안을 시행합니다 
• 독성 공기 오염의 예방 • 연안으로의 접근을 개선하고, 
해변, 만, 연안수를 오염으로부터 보호 • California의 어족과 
야생 서식지 복원 • 특히, 아이들이 현재 접근하기가 어려운 
지역사회에 근린 공원 제공
엄격한 책임과 감시
68에 찬성함으로써, 연례적으로 독립 감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시민 자문위원회를 통해 지출을 심사함으로써 자금이 
의도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보장합니다. 
당파를 초월한 광범위한 지원 
발의안 68은 당파를 초월한 지원으로 투표용지에 올랐으며, 
우리의 건강과 경제, 어린이, 가족들을 위해 보건을 개선하고 
California의 깨끗한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찬성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단체들이 동조했습니다. 
지지자: • California Chamber of Commerce, California의 
대부분의 주요 영리단체 • California의 음용수를 제공하는 
지방 기관들을 대표하는 Association of California Water 
Agencies • 지방정부를 대리하는 League of California 
Cities • The Nature Conservancy, The Trust for Public 
Land, California State Parks Foundation, 그리고 몇 개의 
자연보전 단체들
발의안 68에 대한 찬성표 
www.yes68ca.com 에서 더 알아보십시오
SENATOR KEVIN DE LEÓN 
California State Senate 상원 임시의장
DR. MICHAEL ONG, M.D.
American Lung Association in California
DAN HOWELLS-SCHAFROTH, California State Director  
Clean Water Action



이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주장은 작성자의 의견이며, 공식적인 기관에 의해 그 정확성이 점검된 바 없습니다. 주장 | 13

공원, 천연자원 보호, 기후변화 적응,  
수질 보호 및 물공급, 홍수 예방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발행 승인.

발의안

68
★  발의안 68에 반대하는 주장  ★

★  발의안 68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  ★

68에 찬성함으로써 더 많은 해결 비용이 들기 전에 원인이 
되는 문제를 다루어 California의 천연자원, 물과 경제에  
중요 투자를 하는 게 됩니다. 
• 가뭄에 대비—지역 물 공급원 증가를 통하여.
• 우리 아이들과 자손들을 위해 건강한 미래 창출—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곳에 공원 배치 및 오염된 지역 음용수 
공급원 정화를 통하여.
• 물과 해안 보호—수자원 보호, 지하수 복원과 유독성의 
유출물질 방지를 통하여.
• 자연 재해 예방—홍수 예방과 산불에 취약한 산림 복원에 
투자를 통하여.
• 우리의 경제 강화—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물 공급원, 
안전한 천연자원, 탄탄한 관광업과 휴양업에 달려있는  
우리 경제.
반대자들은 법안을 주의깊게 읽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발의안 68은 모든 California 도시와 카운티의 공원들에 
구체적으로 자금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68은 California
의 자원에 포괄적인 접근을 취함으로써 물 공급원, 산림, 
농경지를 보호합니다. 
발의안 68은 자금이 반드시 기획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연례 감사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세금을 

인상하지 않습니다. 
재계 지도자들, 환경보호 단체, 공중 보건 전문가과 지역 
지도자들은 68에 찬성하는 것이 영리하고 비용 효율적이며 
책임을 지는 태도라는 데 동의합니다. 
“68에 찬성하는 것은 California 가족들을 위해 더욱 안전한 
음용수임을 의미합니다,” Wade Crowfoot, 최고 경영자, 
Water Foundation 
“68에 찬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원개선 돕기를 통해 
California 모든 지역이 혜택을 입을 것입니다” Carolyn 
Coleman, Executive Director, League of California Cities 
“68에 찬성하는 것은 우리의 식량공급, 토지와 물 상태에 
매우 중요합니다” Craig McNamara, 전 의장, California 
Board of Food and Agriculture 
Yes68ca.com 
HELEN HUTCHISON, 의장 
League of Women Voters of California 
MIKE SWEENEY, 상임 이사, California 
The Nature Conservancy 
ANDREA TUTTLE, 이사 (퇴임)
California Department of Forestry and Fire Protection

발의안 68에 속지 마세요. 이 발의안은 California 공원들을 
보호하고 개선시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첫째, $40억 채권 중에서 실제로, 단 $13억만이 공원 
개선에 전적으로 쓰입니다. 남은 많은 돈은 정치가들에게 
주어져 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프로젝트에 사용됩니다. 
둘째, 이 돈은 주 California 전역에 걸쳐 공정하고 균일하게 
분배되고 있지 않습니다. 내륙과 지방의 많은 주민들은 
발의안 68 공원 채권의 어떤 돈도 그들 동네 주립공원의 
보수와 개선에 쓰여지는 걸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힘있는 정치인들의 공원 근처에 사는 몇몇 사람이 아닌 모든 
California 인들이 동네 공원의 개선을 누려야 합니다. 
셋째, 주립공원은 지연되어 온 유지보수를 위해 $12억이 
요구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발의안 68은 이 
필수적인 과제에 그저 적은 금액만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epartment of Parks and Recreation
에 이 돈을 믿고 맡길 수 없습니다. 2012년에 이 부처는 
공원을 유지할 자금이 없다며 70개의 공원을 닫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그 부처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반에게는 숨겼던 것이라는 게 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그 부처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자금을 지혜롭고 공정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립공원을 보호하고 개선해야 하지만 발의안 68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반대표를 던져 주 입법부가 모든 
California 인들을 위해 공원을 제대로 살피도록 하세요. 
ANDREA SEASTRAND, 의장
Central Coast Taxpayers Association
JON COUPAL, 의장
Howard Jarvis Taxpayers Association 

California가 얼마나 많은 훌륭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지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가뭄, 물, 공원, 기후, 해안 보호, 야외 
접근성 등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것들을 위해 차입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California는 충분한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사실상, 50개 
모든 주들 중에서 최악의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떠안고 있는 무한정의 결손은 $2,500억에 달합니다!! 
California 주가 가장 피해야 할 게 바로 부채를 추가로  
떠안는 것입니다! 
채권 법안은 기만적입니다. 귀하는 무언가 좋은 것에 
투표한다고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차용금 $40억을 갚기 
위해서는 약 $80억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세금 
인상을 예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세금 
인상을 예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손주들도 
세금 인상을 예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일년에 
$2억 2500만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연간 예산이 빠듯한데, 
여기 말고는 어디에서 이 돈을 가져오겠습니까?
주의 연금 계획 자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은퇴자를 위한 
의료 보장 부족분이 $150억에서 $915억으로 증가했습니다. 
학교(매년 $5억), 그리고 아마도 퇴역군인($2억 2500만), 
어포더블 하우징($1억 6900만)에 대한 주의 부채 차입은 
다른 프로그램을 쥐어 짜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하나 
만도 주 예산에 연간 $40억를 더할 것입니다. 
이에는 대가가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유권자에게는 세금 
인상을 요구하겠지요. California는 채무를 줄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기여하지 마세요. 발의안 68에 아니오를 
던져 주세요. 
감사합니다.
SENATOR JOHN M.W. MOORLACH
37th Senate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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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69
법무장관이 작성한  공식 제목과 요약

배경
최근의 교통기금 조성 입법 

2017년 4월에 주는 California에서의 주  
연간 교통기금을 증액하기 위한 Senate Bill 1 
(SB 1)을 제정했습니다. Senate Bill 1은, (1)  
다양한 세금과 수수료로부터의 수입을 증액하여, 
(2) 주 고속도로와 지방 도로의 보수, 대중  
교통 개선 등 그 수입을 교통 전용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세금과 수수료. Senate Bill 1은 Senate Bill 1은  
갤런 당 기준으로 설정되는 휘발유 및 디젤 
소비세를 인상했습니다. 가격을 기준으로 
설정되는 경유 판매세도 인상했습니다.  
2020년 이후의 무공해 자동차(전기 자동차  
등) 모델에 대해서는, 차량 등록비를 고정된  
달러 금액만큼 증액했습니다. 또한, SB 1은  

차량 소유자가 차량 가치를 기준으로 지불하는 
새로운 교통개선수수료를 창출했습니다.  
세금 및 수수료의 대부분은 이미 발효중이며 
2020년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수입에 대한 제한. Senate Bill 1은 모든 세금  
및 수수료가 발효되면 매년 $50 억를 
거두어들이게 됩니다. 그림 1은 각 세금  
및 수수료에서 거둬 들이는 연간 수입과 주  
헌법의 기존 조항이 교통 목적으로 세금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입법부가 
모든 SB 1 수입을 교통 전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지만, 주 헌법은 교통개선수수료 및  
디젤 판매세로부터 오는 수입에는 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입법부는  
교통 이외의 목적으로 이 두 수입원을  
앞으로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017년 교통기금법에 따라, 일정한 차량 
면허수수료 및 디젤 판매세를 통해 발생하는 
수입은 대중교통 등 교통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함. 입법부가 그러한 자금을 다른 
목적에 전용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함.

• 신규 차량 면허수수료로부터 오는 수입이 
일반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금지함.

• 신규 수입에 대해서는 주 및 지방정부의 지출 
한계를 면제함.

주 정부와 지방정부 순 재정적 영향에 대한 입법 
분석가의 추정 요약:
• 이 조치가 기존의 세금과 수수료 요금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와 지방정부의 수입액이나 
비용액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음.

• 이 조치가 최근에 제정된 세금 및 수수료에서 
오는 수입이 계속해서 교통 목적으로 지출되도록 
함으로써 자금이 지출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 조치에 의해 주의 지출한계는 헌법상의 
그것보다 조금 더 아래에 있게 됨.

입법분석관의 분석

ACA 5 (발의안 69)에 대해서 입법부가 던진 최종 투표
(RESOLUTION CHAPTER 30, STATUTES OF 2017)

상원: 찬성 28 반대 10

하원: 찬성 56 반대 24

이 메시지의 내용은 주 국무장관의 웹사이트  
http://voterguide.sos.ca.gov/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신규 교통 수입은 교통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함.  
입법부의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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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분석관의 분석 계속

지출 한계
주 헌법은 주 및 지방 정부가 
1979년에 통과된 유권자 
제안에 의해 수립된 공식을 
근거로 연간지출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주 헌법은 
대부분의 휘발유 및 디젤 
소비세 수입의 지출 및 자본 
프로젝트에 드는 지출을 
포함하여 일부 지출이 
이러한 한계에 포함되는 
것을 면제합니다. 이러한 
면제로 인해, 새로운 SB 1 
수입으로부터 소비되는 금액의 
일부(1/10 미만)만 주 한계로 계산됩니다.  
현재 주는 주 한계에서 수십억 달러 미만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안
교통용 수입에 제약을 가합니다. 발의안 69
는 입법부가 새로운 디젤 판매세 및 
교통개선수수료로부터 거둬들인 수입을 교통 
목적으로 지출하도록 주 헌법을 개정합니다.  
(이 요건은 SB 1에 의해 부과된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디젤 판매세 수입에도 적용됩니다.) 
발의안 69는 주가 (1) 이러한 수입으로부터 
대출하는 것(현금 흐름의 목적은 제외)과, 
(2) 유권자의 승인 없이 교통개선수수료를 주 교통 
채권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변경하는 유일한 방법은 유권자가 
앞으로 또 다른 헌법 수정안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수입에 대해서는 지출 한계를 면제함. 발의안 69는 
SB 1 으로부터 거둬들인 모든 수입으로부터의 
지출이 주 및 지방 지출 한계로 계산되는 것을 
면제합니다.

재정적 영향
직접적인 재정적 영향은 없으나 일부 자금이 소비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발의안 69는 
주 및 지방정부의 수입 또는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SB 1에서 
정한 세금 및 수수료율을 변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발의안은 입법부가 디젤 판매세 
및 교통개선수수료 수입을 기타 목적이 아닌 
교통 목적으로 계속 지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일부 자금이 앞으로 어떻게 쓰이는 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발의안에 의해 주의 
지출한계는 헌법상의 그것보다 조금 더 아래에 
있게 됩니다.

주로 이 법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 목록은 
http://www.sos.ca.gov/campaign-lobbying/cal-access-

resources/measure-contributions/2018-ballot-measure-
contribution-totals/ 를 참조하십시오. 위원회의 상위 10명의 
기부자를 보시려면 http://www.fppc.ca.gov/transparency/
top-contributors/jun-18-primary.html 을 참조하십시오.

주 법안의 전문을 구하시려면 주 국무장관에게  
(866) 575-1558 으로 문의하시거나  

vigfeedback@sos.ca.gov로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사본을 우편으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일정한 신규 교통 수입은 교통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함.  

입법부의 헌법개정.

발의안

69

도표 1

최근 제정된 상원 법안 1 세입에 대한 기존의 주 헌법 규제
(십억 단위)

세금/수수료 세입a
수송 규제  

대상?

휘발유 소비세 $2.4 예
수송 개선 수수료 1.6 아니오
디젤 소비세 0.7 예
디젤 판매세 0.3 아니오
무공해 자동차 수수료 —b 예
 합계 $5.0
a 2020–21년도, 전체 세금 및 수수료가 시행 중일 때. 비포장 도로용 차량에 사용된 연료에 대한 세입  

제외(총 $1억). 기존의 주 헌법과 Senate Bill 1은 이러한 세입을 수송 외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함. 
b 연간 약 $1,800만. 

http://www.fppc.ca.gov/transparency/topcontributors/jun-18-primary.html
http://www.fppc.ca.gov/transparency/topcontributors/jun-18-prima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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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일정한 신규 교통 수입은 교통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함.  
입법부의 헌법개정.69

★  발의안 69를 찬성하는 주장  ★

★  발의안 69의 찬성 주장에 대한 반박  ★

69에 대한 반대: 지켜지지 않은 약속은 쇠퇴했고 노후하며 
혼잡한 교통 체계를 야기했음
최근에 휘발유세가 인상되기 전, Sacramento에는 교통 
관련 수수료와 세금을 통해 부서진 도로를 수리하고 교통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며 노화된 교량을 보수할 충분한 자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에서는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이 자금을 
교통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에 사용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의 도로는 완전히 망가졌고 이들은 이번에는 이 돈을 
의도한 대로 사용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돈을 보호하겠다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California 주민들은 이미 주유 
시 불필요하게 세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Sacramento가 
주민들의 돈을 신중하게 관리했다면, California 교통 체계가 
이런 위기에 직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발의안 69는 도로 보수에 사용되지 않을 교통 자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지지자들은 이 자금을 보호함으로써 교통 혼잡 완화, 움푹 패인 
도로 보수, 안전 개선 프로젝트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발의안 69가 보호하는 자금의 일부는 
교통 수단을 위한 것으로, 도로를 보수하거나 새로운 인프라 
구축, California의 부서져 가는 도로 개선,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일부 자금은 고속철도, 자전거 도로, 
서식지 보호와 같은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발의안 69는 $10억 이상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발의안 69는 모든 교통 수입을 보호하지는 못합니다. 
Sacramento는 매년 차량 중량 세금으로 $10억을 징수하는데, 
이 자금은 보호되지 않으며 주 정부의 일반 기금을 메우게 
됩니다. 발의안 69는 교통세가 도로 및 고속도로 수리와 상관 
없는 프로그램으로 유용되는 것을 완전히 막지 못합니다. 
발의안 69에 반대표를 던져 주세요.
하원의원 FRANK BIGELOW
5th Assembly District
상원의원 JOHN MOORLACH
37th Senate District

69에 대한 찬성: 입법부의 교통 수입 전용을 금지하고 교통 
개선을 위한 자금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
69에 찬성하는 것은 주유 및 차량 등록 시 지불하는 기존 교통 
수입을 도로 및 교통 개선 프로젝트에만 사용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발의안 69는 입법부가 비 교통 목적으로 이 수입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적으로 이 기금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69는 세금을 1센트도 올리지 않습니다.
69 찬성은 교통 기금을 지역 도로, 고속도로, 교량 수리 및  
기타 교통 프로젝트와 같은 우선 사항에 지출하도록 
요구합니다.
California 주민들의 삶의 질과 강력한 경제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통망에 달려 있습니다. 69에 찬성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를 위해 우리가 이미 지불한  
교통세 및 교통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 하이웨이, 프리웨이, 
지역 시내도로 및 일반도로뿐 아니라 노화되고 악화된 교량, 
터널 및 고가도로를 수리하는 안전 개선 프로젝트. • 움푹  
패인 도로 보수 및 갈라지고 부서진 도로의 포장. • 새로운 
차선을 증설하고 체증을 유발하는 병목 지역을 없애는 공사를 
통한 교통 체증 완화. • 경전철, 통근 열차, 버스 및 기타 대중 
교통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여 교통 혼잡을 줄이고 대기의  
질 개선. • 횡단보도와 인도를 만들고 업그레이드하여 보행자 
안전 개선.
69에 찬성함으로써 교통 기금을 보호하고 모든 캘리포니아 
커뮤니티에 유익을 제공합니다.
발의안 69가 통과되면 주정부 내 모든 도시, 카운티,  
교통 기관을 위해 조성된 수입을 보호해 지역 도로 보수와  
대중 교통을 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69에 찬성하면 기존 수입을 보호하면서도 세금을 인상하지 
않습니다.
발의안 69는 이미 지불하고 있는 기존 세금과 수수료를 
보호합니다. 세금을 올리지 않습니다.

69에 찬성하는 것은 일자리와 더 강한 경제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교통 수입을 교통 프로젝트에만 전적으로 할애함으로써, 
근로자들을 일터로,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으로 이동시키는 
교통망을 개선하여 수십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지원하고 경기를 
부양합니다.
69의 찬성은 납세자 보호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발의안 69는 교통세가 도로 안전 개선, 움푹 패인 도로 보수, 
지역 시내도로, 프리웨이와 교량 수리, 대중 교통 투자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갈라지고 움푹 패인 불량한 도로 상태는 California의 
운전자들에게 중대한 안전상의 위협이 됩니다”라고 Warren 
Stanley CALIFORNIA HIGHWAY PATROL 커미셔너가 
말했습니다. “불량한 도로 상태를 보수하고 공공 안전을 
보호하며 운전자에게 원활하고 덜 혼잡한 도로와 하이웨이를 
제공할 수 있는 수입을 보호하려면 발의안 69가 필요합니다”.
69에 대한 찬성은 광역 연합체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69에 대한 찬성은 다음을 포함하여 경제계, 노동계, 지방 
정부, 교통 관련 시민 단체 및 납세자를 대표하는 광범위한 
연합체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 League of Women 
Voters of California • California Chamber of Commerce 
• California State Conference, NAACP • California Alliance 
for Jobs • California Business Roundtable • California 
State Association of Counties • League of California Cities 
• Southern California Partnership for Jobs • Transportation 
California • California Transit Association
교통 수입을 교통 개선 프로젝트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발의안 69에 찬성표를 던져주십시오.
www.YesProp69.com
WARREN STANLEY, 커미셔너
California Highway Patrol
HELEN HUTCHISON, 의장
League of Women Voters of California
ALLAN ZAREMBERG, 의장
California Chamber of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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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신규 교통 수입은 교통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함.  

입법부의 헌법개정.

발의안

69
★  발의안 69에 반대하는 주장  ★

★  발의안 69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  ★

발의안 69는 입법부가 비 교통 목적을 위해 교통 자금을 
전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따라서, 발의안 69에 반대하는 
주장들이 입법가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올바른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사실관계: 유권자들이 발의안 69를 승인하게 되면, 최근에 
만들어진 교통 수입이 보호되고, 우리의 주 헌법에 따라 교통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관계: 발의안 69는 세금을 늘리지 않습니다. 69에 
찬성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지불하고 있는 교통세와 수수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발의안 69는 주 지출 한계를 인상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교통 수입이 전적으로 교통 개선에 사용되고 주의 
채무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발의안 69를 통과시키면 우리의 교통 자금이 다음과 같은 교통 
개선 프로젝트에 지출되도록 할 것입니다.

• 움푹 패인 도로 보수 및 갈라지고 부서진 도로의 포장.
• 교량, 고가도로, 가로 및 하이웨이의 안전 개선 프로젝트.

•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보수 작업을 통한 교통  
체증 완화.

• 버스와 통근 열차와 같은 대중 교통에 투자하여 교통 
혼잡을 줄이고 대기 질을 향상.

69의 '아니오'는 납세자 보호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발의안 69는 치안 공무원, 경제계, 지방 정부, 노동계, 환경 
운동가, 고령자, 납세자, 민주당, 공화당, 무소속 의원 등 
광범위한 연합체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입법부가 교통 수입을 전용하는 것을 막고 교통 자금이 도로 
보수 사업에 사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안 69에 
찬성표를 던져주십시오.
www.YesProp69.com
GARY PASSMORE, 의장
Congress of California Seniors
ROBERT C. LAPSLEY, 의장
California Business Roundtable
ALICE A. HUFFMAN, 의장
California State Conference NAACP

투표용지 발의안이 이렇게 모욕적인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작년에 주 의회 의원의 과반수 3분의 2가 교통 개선을 위해 
휘발유세와 차량 수수료 인상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권자에게 의도한 목적에만 돈을 쓰게 해달라고 하는 
건가요? 이러한 요구가 정신 나간 짓이라는 게 보이십니까?
이 법안이 우리 기분을 좋아지게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돈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Sacramento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폐단을 증명하는 걸까요? 주 정부는 현재 엄청난 
비용 초과로 고속철도에 수십억 달러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 발의안이 이런 추세를 막아줄까요? 아니면 Sacramento
가 마치 알코올 중독차처럼 이번에는 휘발유세의 일부를 다른 
쓸데없는 짓에 유용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들은 한번 더 그 짓을 정말로 하려고 
합니다. California 입법부가 얼마나 서글퍼질 수 있을까요? 
Caltrans가 매년 $5억를 낭비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거의 3,300명의 건축가와 엔지니어가 남아돌기 때문에 더 
고용하겠다고요? 대부분의 다른 주에서 엔지니어링 작업의 
절반을 외주로 주는데, 단 10퍼센트만 외주를 주고 있다고요? 
Sacramento가 휘발유세를 인상하기 전에 Caltrans 조직을 
간소화했던가요? 아닙니다!
재정적 보수주의자로서, Sacramento에게 휘발유세를 
고속도로 보수에 사용하도록 얘기하라고 여러분에게 요청해야 
한다는 사실이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이건 솔직하지 못하고 
이중적입니다. 이 주의 유권자들은 언제까지 돈을 뿌려대는 
자유주의자들이 우리 Golden State를 마음대로 몰고가도록  
할 것입니까? 이에 저는, 발의안 69라고 하는 이 시시한 것에  
"아니오"표를 던집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상원의원 JOHN M.W. MOORLACH 
37th Senate District

발의안 69는 모든 교통 수입을 보호하지는 못합니다.
모든 교통 관련 수입은 입법부가 도로 보수와 관계 없는 
프로그램에 유용하지 못하도록 보호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 
휘발유, 디젤 소비세와 차량 등록비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교통 
수입은 교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헌밥적으로 
보호됩니다. 안타깝게도, 발의안 69는 2011년 이후 관심에서 
벗어난 매년 $10억 이상의 차량 중량 징수금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모든 교통세가 정치가들에 의한 유용과 오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게임은 계속될 것입니다.
발의안 69는 억제되지 않는 지출을 허용합니다.
유권자들은 지방정부 재산세를 제한하는 역사적인 California 
정부 계획인 발의안 13(1978) 외에도 정부 운영 지출을 
제한하는 발의안 4(1979)를 통과시켰습니다. 발의안 69는 
최근 제정된 교통세 및 주정부 지출 한도를 면제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일반 기금 지출 한도를 매년 약 $20억를 인상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경비를 면제함으로써, 주정부 지출이 
달리는 도달할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발의안 69에 대한 반대표
저는 신규 휘발유세와 차량 등록비에 반대합니다. 너무 많은 
California 주민이 이 고물가 주에서 주택, 식량 및 기타 필수품 
비용 때문에 분투하고 있습니다. California 주민들은 더 많은 
세금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교통세가 도로 및 고속도로 수리와 
상관 없는 프로그램으로 유용되는 것을 완전히 막지 못하는 
발의안 69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원의원 FRANK BIGELOW
5th Assembly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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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70
법무장관이 작성한  공식 제목과 요약

배경
주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 프로그램
온실가스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California에는 
방출되는 온실가스(GHG) 양을 줄이기 위해 만든 몇 
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와 같은 GHG는  
지구 기후변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그것은 
가솔린을 동력으로 하는 차량과 산업활동 등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옵니다. GHG를 줄이기 위한 California 
프로그램을 “탄소 배출권 거래제”라고 합니다. 
2012년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 하에서, 주는 GHG를 
방출하는 데 있어서 제한된 수의 허가를 발급합니다. 
다량의 GHG 방출에 책임이 있는 특정 회사들은 
배출하는 1톤의 GHG마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는 허가 분량의 약 절반을 특정 산업에 무상으로 
주고, 나머지 절반은 경매로 판매를 합니다. 최신 주 
법은 California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를 2030년까지 
허용합니다.

수집된 수입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됨. 
탄소 배출권 경매 거래로부터 수집된 수입은 

온실가스감축기금(GGRF)라고 하는 주 기금으로 
예치됩니다. 주는 통상적으로 연간 예산 처리를 통해 
GGRF의 돈을 지출하는 방법을 정합니다. 기금의 
돈은 일반적으로, 주의 프로그램과 지방 프로그램이 
GHG를 줄이는 데 사용됩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주는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GGRF에서 약 
$30 억를 지출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는 입법부의 
양원에서 과반수 투표로 법안을 통과시켜 GGRF의 
돈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일부 비즈니스용 장비는 주의 판매세 면세
California의 주 정부와 지방 정부는 대부분의 
상품의 소매 판매에 대해 판매세를 부과합니다. 
판매세의 일부 수입은 주의 주요 운영계정으로 
갑니다. 일부 사업체가 제조 및 연구개발과 같은 
것에 사용하는 일정한 장비를 구매할 때는 판매세의 
그러한 부분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조 
면세"는 현재, 주의 판매세 수입을 매년 약 $2억  
5000 만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면세는 2030년 7월 1일까지 승인되어 있습니다.

• 2024년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제 수입이 
준비금에 축적됨.

• 이러한 탄소 배출권 거래제 수입은 입법부에서 
3분의 2의 찬성으로 사용을 승인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음.

• 신규 수입을 이 준비금에 축적해야 한다는 요건은 
그러한 승인이 발효되는 날로부터 만료됨.

• 그러한 승인이 발효될 때까지는, 2024년부터, 
제조, 연구개발에서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일정한 면세가 정지됨.

주 정부와 지방정부 순 재정적 영향에 대한 입법 
분석가의 추정 요약:
• 2024년부터 제조 장비 및 일정한 다른 장비의 

판매로부터 오는 주 판매세 수입이 잠재적으로 
일시 증가함. 금액은 연간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고, 몇 억 달러가 증가될 수도 있음.

• 주와 지방정부 프로그램에 제공되는 탄소 배출권 
거래 기금의 혼합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음.

입법분석관의 분석

ACA 1 (PROPOSITION 70)에 대해서 입법부가 던진 최종 투표
(RESOLUTION CHAPTER 105, STATUTES OF 2017)

상원: 찬성 27 반대 13

하원: 찬성 59 반대 11

이 메시지의 내용은 주 국무장관의 웹사이트  
http://voterguide.sos.ca.gov/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 준비금의 사용을 승인하는  
입법부의 압도적 다수결 요구.  
입법부의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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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분석관의 분석 계속

제안
탄소 배출권 거래 수입의 지출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더 높은 입법적 
요건 창설. 이 법안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 수입을 GGRF에보다는  
온실가스감축 준비기금(준비기금)에  
예치해야 합니다. 그러한 예치는, 
(1) 준비기금의 돈을 지출하고, 
(2) 입법부의 상원과 하원에서 
3분의 2 투표로 (현재 요구되는 
과반수 투표와 달리) 통과되는 
법의 발효일까지 계속됩니다. 이 
법안은 또한, 2024년 1월 1일에 
GGRF 기금을 제공할 수 있는 
동일한 일반 종류의 프로그램에 
준비기금의 돈을 제공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법의 발효일 후, 미래의 수입은  
GGRF에 다시 예치되고 입법부의 과반수 투표로 
지출될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 수입이 지출될 때까지 제조업 면세 정지. 
이 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제조업 면세를 
정지시킵니다. 면세가 정지되는 한편, 사업체가  
제조 및 연구개발과 같은 것에 사용하는 일정한 
장비를 구매할 때는 판매세 전부를 부과합니다. 
그러한 정지는, (1) 준비기금의 돈을 지출하고,  
(2) 3분의 2의 입법부 투표로 통과되는 법의 
발효일까지 계속됩니다. 

재정적 영향
2024년부터 판매세 수입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 있음. 이 법안은 2024년부터 제조업  
면세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제조업 면세가 
정지되는 동안 주의 판매세 수입은 증가하게 됩니다. 
추가 수입액은 입법부에서 3분의 2 찬성투표로 
준비기금으로부터 나오는 돈의 지출을 승인하는 
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입법부가 2024년 초까지 
그러한 돈의 지출을 승인한다면, 추가 수입은 별로 
없거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연이 길어진다면, 
주의 추가되는 수입액은 매년 몇억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금이 조달되는 프로그램들 조합에 있어서의 가능한 
변화. 2024년부터 3분의 2의 찬성 요건은, 최소한 
일시적으로라도, 그러한 요건이 없을 때와 비교하여, 
경매 수입으로 자금이 조달되는 주와 지방의 
프로그램들 조합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어떤 
변화이든, 알 수 없는 입법부의 미래 구성과 지출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와 지방정부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든 적든 
자금을 받을 것인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주로 이 법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 목록은 
http://www.sos.ca.gov/campaign-lobbying/cal-access-

resources/measure-contributions/2018-ballot-measure-
contribution-totals/ 를 참조하십시오. 위원회의 상위 10명의 
기부자를 보시려면 http://www.fppc.ca.gov/transparency/
top-contributors/jun-18-primary.html 을 참조하십시오.

주 법안의 전문을 구하시려면 주 국무장관에게  
(866) 575-1558 으로 문의하시거나  

vigfeedback@sos.ca.gov로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사본을 우편으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 준비금의 사용을 승인하는 
입법부의 압도적 다수결 요구.  

입법부의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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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

2017-18 배출권 거래제 예상 지출a 
(백만 단위)
프로그램 금액

저공해 자동차 및 장비에 대한 인센티브 $810
고속 철도 730
대중 교통 근처의 저렴한 주택 584
대중 교통 438
삼림 및 화재 예방 325
농업 배출 감축 250
기타 187
 합계 $3,324
a 2017-18년도에 $30억의 세입 추정. 실제 경매 결과에 따라 금액이 더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음. 

http://www.fppc.ca.gov/transparency/topcontributors/jun-18-primary.html
http://www.fppc.ca.gov/transparency/topcontributors/jun-18-prima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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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안 70에 찬성하는 주장  ★

★  발의안 70의 찬성 주장에 대한 반박  ★

35개 주요 환경단체가 발의안 70에 반대
발의안 70은 실수입니다. 이것은 환경에 나쁘고 공중 
보건에도 나쁩니다. 이것이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the California League of Conservation Voters 및 
Coalition for Clean Air와 같은 35개의 명성있는 환경단체 
모두가 발의안 70에 반대표를 던지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소수의 손에 권력을 쥐어주는 것
발의안 70은 비민주적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공적인 청정 
대기 전략에 반대한 소수 정치인 집단이 기후변화와 오염 
저감 발전을 좌절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방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지구와 
후손들에 있어 위험부담이 너무 큽니다.
오염 유발자들은 진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악의 오염을 야키시키는 거대 석유기업과 다른 업계가 
발의안 70을 원하는 것은 오염 감소 프로그램을 제쳐두고 
우리의 공기와 물을 계속해서 오염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특수 이익단체들은 수 년 동안 대기 오염과 기후 변화를 

다루기 위한 점진적 법안들에 반대해 왔습니다.
발의안 70에 대한 양당의 반대 
입법부의 많은 민주당원들과 공화당원들은 발의안 70이 
California에 있어 나쁜 거래이기 때문에 이것을 투표에 
부치기를 반대했습니다. Join NextGen California, 
Physicians for Social Responsibility Los Angeles, 
California Environmental Justice Alliance, Friends of 
the Earth, Courage Campaign, League of Women Voters 
California, 그리고 많은 단체들이 발의안 70에 '아니오'하는 
데 있어서 공익과 깨끗한 미래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TOM STEYER, 의장
NextGen California
REBECCA SALTZMAN, 임시 상임이사
California League of Conservation Voters
DR. JOSEPH K. LYOU, 의장
Coalition for Clean Air

발의안 70에 찬성함으로써 납세자와 우리 경제를 보호하며 
CALIFORNIA가 기후변화에 계속해서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보장.
California의 주 전체 온실가스 방출을 줄이려는 야심찬 
계획은 농업, 환경, 청정에너지와 기술, 기업, 노동자, 
소방관, 공중 보건 전문가, 경제학자 및 주 전역의 신문 
편집국을 대표하는 150개 이상의 기관을 포함하여,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통과했습니다.
발의안 70은 선결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이 정치가들 개인이 
선호하는 프로젝트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속해서 배출을 줄이면서 미래 기후 변화에서의 수입이 
모든 California 인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발의안 70은 이 목표를 해치는 어떠한 활동에도 
맞서는 강력한 방위수단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2024
년에 입법부의 3분의 2가 함께 모여 자금이 모든 California 
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현명하고 이롭게 사용되었는지 
평가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70은 우리의 환경을 지키고, 우리 경제를 
향상시키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CALIFORNIA의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후변화 프로그램을 보호합니다.
California의 대표적인 기후변화 프로그램의 미래는 우리가 
경제를 성장시키면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발의안 
70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자금이 가장 현명하고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쓰여지는 것, 즉 납세자들과 우리의 가장 
오염된 지역사회의 보호를 보장하도록 돕습니다.
발의안 70에 대한 찬성표
발의안 70은 우리의 기후 목표를 성취하고, 우리의 경제 성장 
유지를 위해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며, 공기질과 공중 보건의 
보호를 위한 양당의 역사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www.YesOnProposition70.com
EDMUND G. BROWN JR., 주지사
ALLAN ZAREMBERG, 의장
California Chamber of Commerce
CHAD MAYES, California 주 하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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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권 거래제 준비금의 사용을 승인하는  
입법부의 압도적 다수결 요구.  

입법부의 헌법개정.

발의안

70
★  발의안 70에 반대하는 주장  ★

★  발의안 70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  ★
발의안 70의 반대자들은 유권자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이것을 지지하는 이유는 California
의 대표적 기후변화 프로그램의 돈이 오직 오염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며, 산불에 대응할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만 쓰일 것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무방비한 채로 남겨둔다면, 이 돈은 특수 이익단체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발의안 70은 우리의 역사적인 기후 목표를 성취하고, 
우리의 경제 성장 유지를 위해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며, 
공기질과 공중 보건의 보호를 위한 양당의 역사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것은 고착상태를 초래할 방안이 아니며, 주의 
과반수 투표 예산 책정 요건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반대자들의 잘못된 주장에 속지 마세요.
우리 기후 변화 프로그램 기금으로 운영되는 프로젝트는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차 제공과 California의 산림 상태 
개선을 통해 주의 파괴적인 산불에 대한 우리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농부를 도와 해로운 오염 저감에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내며, 주민들을 도와 더욱 에너지 효율적인 가정으로 

만들고, 가장 오염된 지역의 몇 백만 California 인들을 
위해 공기 질을 개선합니다. 발의안 70의 목적은 이것과 
같이 품질이 좋고 비용 효과적인 프로그램들이 반드시 
계속해서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농업, 환경, 기업, 노동자, 소방관, 그리고 공중 
보건 전문가를 대표하는 단체들 모두가 이 계획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발의안 70에 찬성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고, 
경제를 향상시키며 일자리를 창출할 때, 납세자들에게 받아 
마땅한 견제와 균형을 제공하고 CALIFORNIA의 역사적인 
기후변화 프로그램을 보호하세요.
www.YesOnProposition70.com
MICHAEL D. SHROUT, 의장
California State Firefighters’ Association
ANJA RAUDABAUGH, CEO
Western United Dairymen

발의안 70에 대한 반대
발의안 70은, 해로운 공기 오염과 기후 변화를 저지하기  
위한 주의 최우선적 프로그램을 약화시키기 위해 석유업계가  
후원하는 법안입니다. Los Angeles Times에 따르면, 
California가 약속한, 심각한 오염을 유발하는 화석연료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를 낮추는 청정대기 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키기 위해 업계는 로비에 수 백만 달러를 썼습니다. 
발의안 70은 입법부 교착상태를 증가시킬 것이고 우리의 
청정 에너지 진보를 약화시킬 것이며 대다수 California 
인들과 손발이 맞지 않는 특수 이익단체에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유권자가 지지할 가치가 없습니다.
청정 대기와 에너지 정책은 효과가 있습니다
California의 청정 공기 정책의 핵심 구성요소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오염 유발자들이 
방출을 줄이거나 기금에 불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기금은 가정, 기업과 학교 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를 더 적당한 가격으로 만듦으로써 소비자에게 
이익을 돌려드리고, 대중교통을 증편하고, 이웃을 오염시키는 
지저분한 대형 트럭을 정화시키고, 다른 오염 방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데 쓰입니다.
교착상태를 초래할 방안
발의안 70은 오염 유발자들이 부담한 기금의 배분을 
위해서는 입법부의 3분의 2 찬성이라는 절대다수 득표를 
요구함으로써, 이 효과적인 시스템을 바꾸고, 소수의 정치인이 
환경 우선순위를 벗어나 기금을 전용하고, 결과적으로 오염 
저감,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통, 주택, 에너지 서비스에 쓰이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California 인들은 마찬가지로 3분의 2 투표가 요구되었던 주 
예산을 통과를 위한 고통스러운 협상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산 없이 여러 달이 지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협상은 더욱 
필사적이 되었고, 특수 이해단체들에 의해 더욱 손상되어 
버렸습니다. 유권자들은 지난 2010년 예산안을 위한 투표를 

과반수로 바꿈으로써 그 역기능을 끝냈습니다. 우리는 이 
망가진 시스템으로 돌아가선 안 됩니다.
투명성의 부재
발의안 70은 뒷거래의 결과였습니다. 정상적으로는, 법안이 
입법부를 통과하는 데 약 9개월이 걸립니다. 법안들은 
일반적으로 몇 차례의 청문회를 통해 상세히 연구되고 
논의됩니다. 그에 반해, 발의안 70는 단 4일만에 통과되었고, 
어떠한 청문회나 대중의 논평 기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훌륭한 발상이었다면 어째서 비밀리에 서둘러 
처리되었을까요?
누구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석유기업들과 소수 정치인 집단은 발의안 70과 같은, 우리 
주의 청정 에너지 정책을 약화시키는 조치를 지지합니다. 
발의안 70에 반대하는 이들은 the League of Women Voters 
of California와 같은 좋은 정부 단체, California League 
of Conservation Voters,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Coalition for Clean Air, California Environmental 
Justice Alliance와 같은 주의 가장 저명한 환경, 사회정의 
기구들입니다. Sierra Club California는 이 투표 법안에 
숨어 있는 법은 "기후, 공기 질과, 파악된 주 전체와 지역의 
우선순위를 위한 절박한 지출을 연기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귀하가 발의안 70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하는데, 
그 이유는 이 법안이 환경에 나쁘고, 우리 경제에도 나쁘며, 
좋은 정부에도 나쁘고, 깨끗한 미래를 향한 수년 간의 진전을 
무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알아보기 
발의안 70이 왜 California에 나쁜지  
www.stopprop70.org에서 더 알아보십시오.
상원의원 BEN ALLEN
26th District
하원의원 TODD GLORIA
78th District
HELEN L. HUTCHISON, 의장
League of Women Voters of California

http://www.YesOnProposition7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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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투표 법안의 발효일 설정.  
입법부의 헌법개정.71

법무장관이 작성한  공식 제목과 요약

배경
주 투표 법안. California 유권자들은 주 
전역의 선거에서 주 투표 법안에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안(발의안이라도고 
함)에 포함되는 내용:

• 주 발의안과 주민투표. 이것은 주 
헌법에 대한 개정이자 주 법에 대한 
개정으로서, 이 법안을 투표에 상정하기 
위해 동조자들을 모은 시민들이 
제안하는 채권 법안입니다.

• 입법부의 투표 법안. 이것은 주 헌법에 
대한 개정이자, 이전에 승인되었던 
발의안에 대한 변경으로서, California 
입법부가 투표용지에 상정하는 채권 
법안입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선거의 변화. 주와 연방 법들의 
변경과 개별 유권자들이 내린 결정들은 최근 
수 십년 간 투표 관행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아마도 California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우편 투표용지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70년 11월 선거에서, 
약 20만명의 California 유권자들(총 
유권자의 3 퍼센트)이 우편 투표용지로 
표를 던졌습니다. 대조적으로, 2016년 11
월에는 8 백만명이 넘는 유권자들(총 
유권자의 58 퍼센트)이 우편 투표용지로 
표를 던졌습니다. 주 법과 연방법도, 예를 
들어, 자신의 이름이 투표소의 유권자 목록에 
없다 하더라도 자신이 등록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임시” 투표용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선거일 바로 전후에 
접수된 우편 투표용지와 임시 투표용지는 
보통 며칠 또는 몇 주 후에 산입됩니다.

• 투표자 과반수로 승인되는 투표 법안은  
주 국무장관이 선거 결과를 확인한 
때로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

• 투표 법안이 발효일보다 늦은 날에  
운영이 시작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을 허용.

주 정부와 지방정부 순 재정적 영향에 대한 
입법 분석가의 추정 요약:
• 주 및 지방정부 재정에 거의 영향이 

없거나 영향이 전혀 없을 것으로 보임.

입법분석관의 분석

ACA 17(발의안 71)에 대해서 입법부가 던진 최종 투표
(RESOLUTION CHAPTER 190, STATUTES OF 2017)

상원: 찬성 40 반대 0

하원: 찬성 78 반대 0

이 메시지의 내용은 주 국무장관의 웹사이트  
http://voterguide.sos.ca.gov/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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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분석관의 분석 계속

주 선거 투표용지 산입 시간일정. 각 카운티의 
선거 공무원은 선거일 직후 접수된 우편 
투표용지를 포함하여 적법하게 투표된 모든 
투표용지를 산입해야 합니다. 현행 투표 산입 
과정은 선거일 후 몇 주 동안 진행됩니다. 
카운티 공무원들은 그 기간 동안 선거일 
종료 시에 아직 산입되지 않은 수 백만의 
우편 투표용지와 기타 투표용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카운티 공무원들은 선거구 투표수도 
재확인합니다. 주 전역의 선거를 관장하는 
주 국무장관은 각 카운티의 결과를 받은 후, 
선거일로부터 5주(구체적으로는, 38 일보다 
늦지 않게)가 넘은 후에 공식 “투표 선언”을 
확인합니다.

주 투표 법안의 발효일. 주 헌법은, 주 발의안과 
주민투표, 주 헌법을 변경하는 입법부의 
투표용지 법안은, 투표용지 법안이 더 늦은 
발효일을 정하지 않는 한, 선거가 끝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투표 법안을 
유권자들이 승인했는지 여부의 결정은 
선거일이 끝나는 시점에 명확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결과가 분명하지 
않고, 며칠 또는 몇 주가 지날 때까지도 
수 백만의 투표용지가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안
주 투표 법안의 늦은 발효일. 위에서 
설명했듯이, 주 국무장관은 선거일 후, 
즉 각 카운티로부터 투표 결과를 받은 
때로부터 38일보다 늦지 않게 투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주 
발의안과 주민투표, 주 헌법을 변경하는 
입법부의 투표용지 법안이, 주 국무장관이 

투표 확인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5일째 되는 
날에 효과가 발생하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즉, 이 법안이 승인될 경우, 
대부분의 주 투표용지 법안은 선거일로부터 
약 6주가 지나(43 일보다 늦지 않게) 
효과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카운티는 투표 법안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투표용지 산입을 마치고, 주 국무장관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적 영향
재정적 영향이 거의 없거나 없을 것으로 
보임. 현재, 주 투표 법안은 일반적으로 
선거일이 끝난 날에 발효됩니다. 하지만, 
선거일 직후 몇 주 내에 해당 법안이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나 지출을 
크게 변경하는 일은 드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투표 법안의 발효일을 몇 주 
지연시키는 것이 주와 지방의 재정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거나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로 이 법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 목록은 

http://www.sos.ca.gov/campaign-lobbying/cal-access-

resources/measure-contributions/2018-ballot-measure-

contribution-totals/ 를 참조하십시오. 위원회의 상위 10명의 
기부자를 보시려면 http://www.fppc.ca.gov/transparency/

top-contributors/jun-18-primary.html 을 참조하십시오.

주 법안의 전문을 구하시려면 주 국무장관에게  
(866) 575-1558 으로 문의하시거나  

vigfeedback@sos.ca.gov로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사본을 우편으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투표 법안의 발효일 설정.  
입법부의 헌법개정.

발의안

71

http://www.fppc.ca.gov/transparency/topcontributors/jun-18-primary.html
http://www.fppc.ca.gov/transparency/topcontributors/jun-18-prima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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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투표 법안의 발효일 설정.  
입법부의 헌법개정.71

★  발의안 71에 찬성하는 주장  ★

★  발의안 71의 찬성 주장에 대한 반박  ★

주 헌법의 현행 언어는 유권자들이 승인한 투표용지 
법안이 (법안이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선거 후 
다음날”에 발효되도록 합니다.

법안은 (순서대로) 투표 결과가 결정되고 인증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효될 수 없기 때문에 “선거 후 
다음날” 이라는 구절은 오직 통과한 법안만이 이전 
날짜로 소급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지자들이 인용한 사례에서는, 유권자의’ 2016 
년 입법부’의 일회용 비닐봉지 금지법을 지지한 
국민투표는 선거 결과가 인증되었을 때 효력이 
발휘되었고, 이전 날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전(소급) 날짜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 년 6월 5일 투표에서 연쇄 아동 
성추행범은 가석방 가능성 없이 종신형을 선고받아야 
한다고 제의한 발의안이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발의안 71이 통과된다면 (위의 가정에서) 이 새로운 
종신형 법률은 최종 투표 인증 전까지는 효력을 발행할 
수 없을 것이고, 유권자가 바꾸기에 합당하다고 여긴 
이 형량 선고 법에 의해, 아동 성추행범은 더 많은 
희생자를 공격할 시간(현재 최대 38 일까지)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발의안 71은 일부 상황에서는 불필요하고 불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GARY WESLEY

발의안 71은 유권자의 투표 법안 승인 후 정확한 
결과를 보장하는 우리의 선거 법에 대한 단순한 
상식입니다. 이것은 양 당의 지지를 받아 논쟁의 여지가 
없는 헌법 수정책 입니다.

발의안 71은 유권자가 승인한 발의 법안, 국민투표,  
또는 헌법 수정안이 주 국무장관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모두 개표하고 투표 성명을 기록한 후 발효된다는  
것을 규정합니다.

현행법 하에서는 유권자가 승인 한 발의 법안, 
국민투표, 또는 헌법 수정안은, 본 법안 자체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선거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효됩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발의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California 인에게 불확실성을 
안겨주었습니다. 한 가지 예가 2014 년에 주지사가 
법으로 서명한 일회용 비닐봉지 금지에 관한 
국민투표인 발의안 67 (2016)입니다. California 
인들은 이 금지 법이 유효하도록 발의안 67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입법부에 의해 제정된 실제 금지령이 
언제 효력을 발휘할지는 의문이 남아있었습니다. 
발의안 71은 법안의 이행 일자를 주 국무장관이 선거 
결과를 인증한 후로 변경함으로써 미래의 선거에 이 
같은 혼란을 방지하고, 주 전체 발의안들에 대해 명확한 
효력일을 제공할 것입니다.

발의안 71은 주 전체 선거 결과의 정확도를 높일 
것입니다. 2016 년에는 모든 유권자의 53퍼센트
(California 인 약 9백20만명)가 부재자 우편 투표에 
등록하였습니다. 편리성을 감안할 때, 더 많은 유권자가 
부재자 우편 투표를 선택하는 추세가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유권자 참여를 긍정적으로 장려하지만, 
투표 용지 집계에 걸리는 시간을 길어지게 하였습니다. 
선거 관리 공무원은 각 유권자’의 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부재자 우편 투표 봉투에 있는 각 유권자’의 서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우편 투표 용지는 선거일, 또는 
최대 3일 후에 카운티 선거 사무소에 도착하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선거 결과가 매우 당락을 가리기 힘들 
수 있습니다.

선거 결과는 선거일 집계 이후에도 바뀔 수 있음을 
역사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발의안, 국민투표, 그리고 
헌법 수정안의 이행 일자를 주 국무장관의 선거 결과 
인증 후로 변경하는 것은 투표용지 법안의 진실되고 
정확한 이행을 보장할 것입니다. 발의안 71에 대한  
“찬성”에 투표하십시오 .

KEVIN MULLIN, 의장 대행 
California State Assembly
RALPH E. SHAFFER, 명예교수 
Cal Poly Pomona
HELEN HUTCHISON, 의장 
League of Women Voters of 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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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법안의 발효일 설정. 
입법부의 헌법개정

발의안

71
★  발의안 71에 반대하는 주장  ★

★  발의안 71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  ★

현재 California 유권자들 앞에 발의안 71로서 
존재하는 Assembly Constitutional Amendment 
17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지로 입법부 양원을 
통과했습니다. 단 하나의 “반대”표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양당의 방식에서 입법자들은 
발의안 71이 작고 기술적이지만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발의안 71은 더 많은 유권자가 
우편 투표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결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현안을 밝힙니다.

현행 법률은 투표 발의안이 선거 다음날에 효력이 
발휘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71은 단순하게 
현행 법률이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 결과가 선거 후 몇일 
후에도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현실과 일관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Calfornia 주 상원 분석에서는 명시합니다: “
발의안 71은 발의안 또는 국민투표의 제정을 
주 국무장관이 투표 성명을 공개한 후 5일까지 
늦출것이다. 투표가 인증된 후에 제정을 늦춤으로써, 

이 법안은 투표 용지 법안의 진실되고 올바른 이행의 
실현을 보장한다. ”

California 법률 하에서는 헌법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은 유권자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입법부는 
자체적으로 유권자가 제정한 발의안의 이행을 늦출 수 
없습니다. 1970 년에는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듯이 
우편으로 투표하는 것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발의안 71은 현행 법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고 
간단한 해결 조치입니다. 발의안 71에 대한 찬성에 
투표하십시오 .

KEVIN MULLIN, 의장 대행
California State Assembly, District 22
MARC BERMAN, 위원장, Assembly Committee on 
Elections and Redistricting 
California State Assembly, District 24
HENRY STERN, 위원장, Senate Committee on 
Elections and Constitutional Amendments
California State Senate, District 27

이것은 주 전체 투표용지 법안 대부분에 관한 
California 헌법의 2 개 조항을 개정하자는 주  
입법부의 제의입니다.

(이것을 포함한) 일부 투표용지 법안은 주 입법부가 
제의했으며; 다른 것들은 유권자 청원 절차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 입법부가 절차의 변경을 제안할 때, 그 
제안은 주의 깊게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입법자들은 청원 절차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들을 선호하지 않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청원절차는 입법부가 자체적으로 변경하지 않거나, 
유권자가 “referendum”을 통해 중지 및 제거를 원하는 
법률을 통과 시켰을 때 사용됩니다.

이 법안에는 주 입법부가 장래에 자체 제정에 따라 주 
국무장관이 법안에 관한 선거 결과를 공표하는 (현재 
38 일) 기간을 지연 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절차를 위태롭게 한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법안에 관한 입법부의 요약은 (소위 말하는 
Assembly Constitutional Amendment 17— 
“ACA 17”) 다음과 같습니다:

California 헌법은 유권자 대부분이 승인한 발의 법안, 
국민 투표, 또는 헌법 개정이나 수정안은 법안이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선거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휘된다고 
규정합니다. 현행 법은 주 국무장관이 모든 주 전체 

법안의 결과를 정리하고, 선거 후 최대 38일까지 정리한 
결과의 투표 성명을 준비, 인증, 그리고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과반수의 유권자가 승인한 발의 법안, 국민 
투표, 또는 헌법 개정이 주 국무장관이 해당 법안이 
투표가 끝난 선거에 대한 투표 성명을 제출하고 5 일 
후에 발효되도록 규정하며, 이 법안은 발의 법안, 국민 
투표, 또는 헌법 개정이나 수정이 효력 발생 일 이후에 
시행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안은 또한 이 
규정들에 대한 비실질적인 변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약은 맞으나, 몇몇 사람들은 입법부가 (오래전 1970 
년에 채택된) 현존하는 헌법상의 언어로 실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에 
의해 제정된 어떠한 법률도 투표 결과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발효될 수 없습니다. 현재 쓰여진 대로 (제정된 
변경사항이 따로 정하지 않는 이상), 이 언어는 선거 후 
날로 소급해서 적용하는 변화를 만듭니다. 이 법안이 
제안하는 수정안은 주 유권자에 의해 제정된 법률에 있어 
이와 같이 이른 (그리고 소급하는) 효력 발생 일을 제거할 
것입니다.

아마도 지지자들이 왜 이 법안이 필요한지 더 설명을  
해 줄 것입니다.

GARY WES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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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입법부가 새로이 건설되는 빗물 수집 시스템을 재산세  
재산정 요건에서 제외할 수 있게 허가함.  
입법부의 헌법개정.72

법무장관이 작성한  공식 제목과 요약

배경
몇 년간 California에서 급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California에는 주의 북부지역 - 물이 보다 풍부한 
지역 -에서 주의 다른 지역에 있는 농장 또는 
도시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광범위한 급수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물은 일반적으로 지역의 공공 
급수시설을 통해 주택 및 기타 건물로 공급됩니다. 
이러한 급수시설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해마다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비와 눈이 
적게 온 해에는, 주의 농장, 주민 및 기업 모두에게 
충분한 물을 공급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주 정부 및 지방 정부는 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빗물 수집 시스템은 현장에서 사용할 물을 수집합니다. 
빗물 수집 시스템은 추가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빗물 수집 시스템을 
통해 건물 옥상에 떨어지는 빗물을 수집하고 
저장합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파이프를 사용하여 

지붕과 홈통에서 대형 저장탱크로 물을 보냅니다. 
저장된 물은 식물에 물을 주거나 화장실 물을 
내리는 등의 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지역 급수시설의 물 수요가 
다소 줄어듭니다. 빗물 수집 시스템을 가정에 
설치하는 데 보통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가 
듭니다. 시스템을 업무용 건물 또는 아파트에 
설치하는 데 보통 수천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가 
듭니다. 

지방 정부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California 주정부는- 시, 카운티, 학교 및 특별 
지구– 부동산 가치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 
또는 개량물이 포함됩니다. 재산세는 지방 정부의 
주요 수입원으로 주 전체에서 연간 $600 억 
이상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의 세금 고지서 계산. 각 부동산 
소유자의 연간 재산세 고지서는 부동산의 
과세가격에 재산세율을 곱한 금액과 

•   캘리포니아 헌법 하에서, 일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기존 부동산에 건설을 하려면 
과세 목적으로 재산정을 해야 함.

•   캘리포니아 헌법은 입법부가 기존 
부동산에서의 일정한 건설은 재산세 재산정 
요건에서 면제할 수 있게 허가하고 있음.

•  재산세 재산정이 요구되는 종류의 건설 중에서, 
빗물 수집 시스템의 건설이나 증설에 대해서는 
입법부가 면제를 해줄 수 있도록 캘리포니아 
헌법을 개정.

•  2019년 1월 1일부터 완공되는 빗물 수집 
시스템의 건설이나 증설에 적용.

주 정부와 지방정부 순 재정적 영향에 대한 입법 
분석가의 추정 요약:
•  지방정부에게는 연간 재산세 수입이 약간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입법분석관의 분석

SCA 9(발의안 72)에 대해서 입법부가 던진 최종 투표
(RESOLUTION CHAPTER 1, STATUTES OF 2018)

상원: 찬성 39 반대 0

하원: 찬성 76 반대 0

이 메시지의 내용은 주 국무장관의 웹사이트  
http://voterguide.sos.ca.gov/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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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분석관의 분석 계속

동일합니다. 일반적인 부동사 소유자의 
재산세율은 1.1 퍼센트입니다. 부동산을 
구입한 해에 부동산의 과세가격은 그 부동산의 
구매가격입니다. 그 후 매년 부동산의 과세가격이 
인플레이션에 맞게 조정됩니다(최대 2퍼센트). 
이는 부동산이 매각되어 다시 구매가격에 세금이 
부과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부동산 개량은 더 높은 세금 고지서를 유발합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개량하면, 
카운티 감정인은 일반적으로 개량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해당 부동사의 과세가격을 갱신합니다. 
카운티 감정인은 우선 개량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개량의 가치는 개량물의 건설 비용 및 그러한 
개량물이 부동산이 판매될 수 있는 가격을 얼마나 
많이 올렸는가에 근거합니다. 카운티 감정인은 
그런 다음 개량물의 가치를 부동산의 이전 
과세가격에 더하여 부동산의 새로운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특정한 개량물은 세금 납부를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유권자가 승인한 과거의 법안은 카운티 감정인이 
특정한 유형의 부동산 개량물의 가치를 부동산의 
과세가격에 계산하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개선에는 태양전지판, 화재 스프링클러 및 지진 
안전을 위한 특정한 개선사항이 포합됩니다. 

제안
과세가격에 계산되지 않는 빗물 수집 시스템. 주 헌법을 
개정하는 이 법안은 입법부가 새로 건설한 빗물 
수집 시스템의 가치를 부동산의 과세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올해 초, 입법부가 
유권자의 승인을 받는다면 이 법안을 시행할  
수 있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에 따라 
2019년 1월 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설치되는 모든 시스템은 재산서 세금 
고지서를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재산세 
절약은 부동산 매각시까지 적용됩니다. 개발자가 
새 건물에 시스템을 설치한다면, 건물의 첫 
구매자가 시스템에 대한 재산세 절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다음은 이 법안이 제공하는 재산세 절감의 
예입니다. 주택의 과세가격이 $40만라고 
가정하면, 집 소유자의 연간 세금 고지서는 
$4,400($40만에 1.1 퍼센트를 곱한 것)입니다. 
집 소유자는 빗물 수집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5,000를 지불합니다. 법안이 없다면, 카운티 
감정인는 주택의 과세가격을 $405,000로 인상할 
것입니다. 주택 소유자의 연간 세금 고지서는 
$4,455($405,000에 1.1 퍼센트를 곱한 것)
입니다. 이 법안이 있다면, 주택의 과세가격 및 
세금 고지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주택 소유자의 
연간 세금 고지서는 여전히 $4,400로, 이 법안이 
시행되지 않을 때보다 $55 낮을 것입니다. 

재정적 영향 
재산세 수입이 약간 줄어들 가능성. 이 법안은 기존 
건물에 빗물 수집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이러한 
시스템이 포함된 새 건물을 구매하는 건물 
소유자의 재산세 납부액을 낮추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재산세 납부액이 낮으면 지방 정부의 
수입이 감소함을 의미합니다. 주 전역에서 이러한 
재산세 수입 손실은 아마 미미할 것이며 연간 
수백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빗물 수집 시스템을 갖춘 부동산이 앞으로 
몇 년간 모든 재산세 납부액의 아주 작은 부분을 
지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로 이 법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 목록은 
http://www.sos.ca.gov/campaign-lobbying/cal-access-

resources/measure-contributions/2018-ballot-measure-
contribution-totals/ 를 참조하십시오. 위원회의 상위 10명의 
기부자를 보시려면 http://www.fppc.ca.gov/transparency/
top-contributors/jun-18-primary.html 을 참조하십시오.

주 법안의 전문을 구하시려면 주 국무장관에게  
(866) 575-1558 으로 문의하시거나  

vigfeedback@sos.ca.gov로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사본을 우편으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입법부가 새로이 건설되는 빗물 수집 시스템을 재산세  
재산정 요건에서 제외할 수 있게 허가함.  

입법부의 헌법개정.

발의안

72

http://www.fppc.ca.gov/transparency/topcontributors/jun-18-primary.html
http://www.fppc.ca.gov/transparency/topcontributors/jun-18-prima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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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안 72에 찬성하는 주장  ★

발의안 72에 찬성하면, 우리 주 전체에 
도움이 되는, 빗물 재활용 시스템을 설치하는 
주택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인상을 방지합니다.

이는 California가 장기간의 가뭄을 경험했고 
앞으로 더한 가뭄을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급합니다.

물은 더 많이, 세금은 더 적게.

물을 저장하고 재사용하는 시스템을 지붕에 
설치하는 California 주민에 대한 가산세를 
없앰으로써 우리 모두를 위해 더 많은 물을 
보존할 수 있고 수백만 명의 California 주민의 
수도 고지서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California 주민들을 위한 귀중한 식수를 보존하고 
호수, 강, 개울에서 물을 덜 끌어들임으로써 
서식지와 먹이를 위해 담수에 의존하는 물고기와 
야생 동물을 도울 수 있습니다.

야외 단체 및 환경 단체의 지원.

Save the Bay, Planning and Conservation 
League 및 Trout Unlimited를 포함하여 California 
전역의 환경 단체가 발의안 72에 대한 찬성을 
지지합니다. 물 절약 및 환경 민감한 물 저장은 
가뭄 방지에 대응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자가 집을 개량하면 
– 그러한 개량이 주 전체에 도움을 줄 때조차도- 
세금이 인상됩니다. 발의안 72는 주민들이 더 높은 
세금을 유발하지 않고 빗물 수집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호주는 심한 가뭄을 경험했으며 해결책의 일부로 
빗물 재활용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현재 호주 
가정의 1/3이 지붕에서 빗물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California 유권자들은 태양열 시스템에 대한 
유사한 세금 개혁안을 승인했습니다. 주택소유자가 
옥상 태양열 시스템을 설치할 때 높은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기 요금이 더 
낮습니다. 발의안 72에 찬성표를 던지면 이와 
똑같은 경로를 밟을 수 있습니다.

물 절약에 대한 불공정한 세금 정지!

식수를 절약하기 위해 지붕에서 빗물을 수집하는 
California 주민에게 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고 현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California 주 
상원과 하원은 만장일치의 초당적 투표를 통해 이 
법안을 무기명 투표에 올리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빗물을 저장하고 재사용하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이 물을 보전했다는 것 때문에 
가산세를 내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발의안 72에 
대한 찬성에 투표하십시오.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SaveCaWater.org를 
방문하십시오.

STEVE GLAZER, California 주 상원의원
DAVID LEWIS, 상임이사 
Save The Bay
HOWARD PENN, 상임이사  
Planning and Conservation League



이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주장은 작성자의 의견이며, 공식적인 기관에 의해 그 정확성이 점검된 바 없습니다. 주장 | 29

입법부가 새로이 건설되는 빗물 수집 시스템을 재산세  
재산정 요건에서 제외할 수 있게 허가함. 

입법부의 헌법개정.

발의안

72
★  발의안 72에 반대하는 주장  ★

발의안 72에 반대하는 주장이 
제출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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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채권 채무의 개요 입법 분석가 작성

이 섹션에서 주의 채권에 대한 채무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발의안 68 — $41 억의 
천연자원 채권 제안—이 주의 채권 비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배경
채권이란 무엇입니까? 채권이란 정부와 
회사가 자금을 차용하는 방법입니다. 주 
정부는 주로 교량, 댐, 교도소, 공원, 학교 및 
사무실 건물과 같은 기반설비 프로젝트의 
계획 수립, 건설 및 보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채권을 사용합니다. 주는 투자자에게 
채권을 매각하여 이러한 프로젝트를 위한  
“즉각적인” 자금을 받고 나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투자자에게 이자를 포함하여 
상환합니다.

채권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채권을 
발행하는 주된 이유는 기반설비가 
일반적으로 수 년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젝트 비용의 지불을 
돕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젝트에 드는 많은 비용을 한꺼번에 
지불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권의 주요 유형은 무엇입니까? 기반설비에 
드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에서  
사용하는 채권의 두 가지 주요 유형은 
일반 보증채(유권자의 승인 필요)와 세입 
담보부 채권(유권자의 승인 불필요)입니다. 
주의 일반 보증채 및 세입 담보부 채권은 
대부분 일반 기금에서 상환됩니다. 일반 
기금은 주의 주요 영업활동 계정으로, 교육, 
교도소, 의료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합니다. 일반 기금은 주로 
수입 및 판매세 수입으로 지원됩니다. 

채권 자금조달 비용은 얼마입니까? 주는  
채권을 매각한 후 모두 상환할 때까지 
앞으로 수십 년간 매년 지불합니다.  
(이는 가계에서 담보대출금을 갚는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연간 채권 상환 비용은 
주로 이자율 및 채권을 상환해야 하는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이자율을 5 퍼센트로 
가정하면, 주는 차용한 $1마다 일반적인 
상환기간에 걸쳐 $2 가깝게 지불하게 
됩니다. 그 $2 중 $1는 차용한 금액(원금)에,  
그리고 $1에 가까운 금액은 이자를 
상환하는 데 투입될 것입니다. 주가 
이러한 채권을 상환하는 기간 동안 상당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채권 상환에 사용되는 
달러의 가치가 지금보다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채권 상환 비용은 더 낮습니다 – 
차용한 $1 당 대략 $1.5.

기반설비 채권과 주 예산
일반기금 채무액. 주에는 원금 및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 약 $830 억의 일반 
기금 지원 기반설비 채권가 있습니다. 
또한, 유권자와 의회는 아직 매각되지 
않은 $360 억의 일반 기금 지원 채권을 
승인했습니다. 이러한 채권의 대부분은 
추가 프로젝트에 자금이 필요함에 따라 
다음 몇 년간 매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 기금의 기반설비 채권 상환액은 
2017–18년에 총 $60 억에 달했습니다.

이 선거가 채무 상환에 미치는 영향. 주는, 이 
투표용지의 천연자원 채권 제안(발의안 68)
을 통해 일반 보증채를 투자자에게 
매각함으로써 $40 억를 추가로 차용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 원리금 변제액이라고도 
하는, 이러한 채권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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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하는 데 필요한 금액은 채권 매각의 
특정한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자율을 5 퍼센트로 가정하고 채권을 
10년의 기간에 걸쳐 발행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최종 채권을 발행한  
후 30년 후에 마지막 채권이 상환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추정에 근거하여, 
연평균 일반 기금의 추정 비용은 향후  
40년간 약 $2 억가 될 것입니다. 이는 주가 
현재 일반 기금에서 채무 원리금 변제로 
지출하는 금액보다 약 3 퍼센트 많은 
금액입니다. 그러한 조치는 채권이 상환되는 
40년 동안 약 $78 억의 총 채무 상환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선거가 채무 상환에 사용된 주 수입의 
지분에 미치는 영향. 주 채무 상황에 대한 
하나의 지표는 기반설비 채권에 대한 
채무 상환을 위해 마련해야 하는 주의 
일반 기금 수입의 부분입니다. 이는 주의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은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학 운영 
또는 의료서비스비 지불과 같이 다른 주 
프로그램에 투입될 수 없습니다. 그림 1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DSR은 현재 연간 일반 
기금 수입의 5 퍼센트 미만입니다. 유권자가 
이 투표용지에 제안된 천연자원 채권을 
승인하지 않으면, 이미 승인된 채권에 
대한 주 DSR이 앞으로 몇 년간 5 퍼센트 
미만으로 유지되고 그 후에는 감소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권자가 
이 투표용지에 제안된 천연 자원 채권을 
승인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와 비교해서 
DSR이 1/5퍼센트 포인트 미만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와 유권자가 앞으로 
추가 채권을 승인하면 앞으로의 주 DSR은 
그림에 나타난 것보다 높을 것입니다.

일반 기금 채무 상환 비율

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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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매도된 채권

승인되었으나 
매도되지 않음

제안된 천연 
자원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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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fornia 선거
상위 두 후보 오픈 프라이머리 법에 따르면, 유권자 지명직의 모든 후보는 동일한 투표용지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정당직으로도 알려졌던 유권자 지명직에는 주 입법직, U.S. 의회직, 주 헌법직 등이 
있습니다.

유권자는, 오픈 프라이머리와 총선거 모두에서, 유권자가 유권자 등록양식에 표시한 선호 정당과 관계없이 
어떤 후보에게라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예비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두 후보는 선호하는 정당에 
관계없이 총선거로 가게 됩니다. 한 후보자가 과반수(50퍼센트 초과)를 득표해도 총선거는 여전히 열려야 
합니다.

California의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는 미국 대통령직, 카운티 중앙위원회, 또는 지방직에 출마하는 
후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권자 지명직의 단기명투표 후보자는 여전히 예비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명투표 후보자는 
예비선거에서 상위 2인 득표자에 들었을 때만이 총선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총선거에는 독립적 지명 
과정이 없습니다.

공교육의 교육감은 초당파적 공직입니다. 공교육 교육감 후보자가 예비선거에서 과반수(50퍼센트 초과)
의 득표를 했다면, 그 후보자가 선출되며, 총선거는 열리지 않습니다. 초당파적 공직에 대한 추가정보는 
아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California 법에 따르면, 다음 정보가 이 안내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유권자 지명직
정당은 예비선거에서 유권자 지명직의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명할 수 없습니다. 예비선거에서 유권자 
지명직에 지명된 후보자는 사람들의 피지명인이 되는 것이지 총선거에서 정당의 공식 피지명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권자 지명직에 지명될 후보자는 자신이 자격이 되는 선호 정당, 또는 자격이 되는 선호 정당이 
없음을 투표용지에서 기재되도록 해야 하지만, 선호 정당 지정은 후보에 의해서만 선정되고, 유권자 정보를 
위해서만 표시됩니다. 지정된 정당이 그 후보를 지명 또는 지지한다거나, 정당과 후보 간에 특별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또한, 유권자가 지명한 후보가 어떤 정당이든 그 정당의 공식적 피지명 
후보로서 간주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당은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그 정당의 공식 지지를 받은,  
유권자 지명직 후보자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어떤 후보라도 유권자 지명직 투표에 요구되는 다른 자격을 충족시키고 있다면, 그 후보에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예비선거에서, 상위 2인의 최고 득표자는, 그 두 후보 모두 동일한 선호 정당을 지정했더라도 
해당 유권자 지명직을 위해 총선거에 나갈 수 있습니다. 선호 정당을 지정한 후보의 정당은 그 후보가 
예비선거에서 2인의 최고 득표자 중 한 사람이 아닌 한, 그 후보를 총선거에 나가게 할 자격이 없습니다.

초당파적 공직
정당은 예비선거에서 초당파적 공직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으며, 예비선거의 후보자는 총선거에서 그 특정 
공직을 위해 정당의 공식 피지명인이 될 수 없습니다. 초당파적 공직 지명을 위한 후보자는 투표용지에서 
자신의 선호 정당이나 선호 정당이 없음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예비선거에서의 상위 2인의 최고 득표자는 
초당파적 공직을 위해 총선거에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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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선택에 관한 법 California 투표의 미래
2018년부터 Sacramento, San Mateo, Madera, Nevada, Napa 카운티의 모든 등록 유권자는 선거일로부터 
몇 주 전에 우편으로 자신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참여 카운티의 유권자는 투표 방법에 있어서 
3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우편 투표: 투표용지를 받으시는 대로 작성한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드롭 박스: 투표용지를 받으시는 대로 작성한 투표용지를 어느 카운티에든 설치된 드롭 박스에 넣을 수 
있습니다. 드롭박스에 넣을 때 우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투표 센터: 투표 센터가 투표소를 대체하게 됩니다. 자신의 카운티의 어느 투표 센터에서든지 직접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 센터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최소한 11일 간 운영됩니다.

모든 투표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항:

• 직접 투표
• 투표 등록 또는 등록 갱신
• 작성한 투표용지 투입하여 제출
• 다른 투표용지 입수
• 접근 가능한 투표기계를 이용한 투표
• 다수 언어로 도움을 받고 투표 자료 입수

이러한 변경 이유는 무엇입니까?
투표를 더욱 편리하고 접근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California 유권자 선택에 관한 법이 2016년 
제정되었습니다. 유권자는 투표 방법, 투표 시일, 투표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언제 투표할 수 있습니까?
유권자는 선거일로부터 몇 주 전에 우편으로 자신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작성한 
후 그것을 우편으로, 카운티 드롭 박스에 넣어, 또는 투표 센터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투표 센터는 
유권자의 직접 선거를 위해 선거일을 포함하여 최소한 11일 간 운영됩니다.

드롭 박스나 투표 센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VotersChoice.sos.ca.gov

투표용지가 오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귀하 카운티의 투표 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카운티 등기소에 연락하여 다시 보내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본인이 참여 카운티에 속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유권자의 선택에 관한 법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카운티에 거주하실 경우, 우편으로 보내거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주 국무장관의 유권자 무료 핫라인 (866) 575-1558으로 전화하여 
추가 정보를 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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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명서에 관한 정보
안내서 내용
이 투표자 안내서에는 미국 상원의원과 California 전역의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안내서 
37페이지부터). 

United States 상원의원 후보자는 이 투표자 안내서에 후보자 성명서를 위한 공간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후보자의 경우 성명서를 위한 공간을 구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 
Mario Nabliba 공화당
Adrienne Nicole Edwards 민주당
Kevin De León 민주당
Roque “Rocky” De La Fuente 공화당
Donnie O. Turner 민주당
Paul A. Taylor 공화당
Patrick Little 공화당
Jerry Joseph Laws 공화당
Tim Gildersleeve 선호 정당 없음
Michael Fahmy Girgis 선호 정당 없음
Don J. Grundmann 선호 정당 없음
Rash Bihari Ghosh 선호 정당 없음
John “Jack” Crew 공화당
Erin Cruz 공화당
Herbert G. Peters 민주당
Gerald Plummer 민주당

Douglas Howard Pierce 민주당
Tom Palzer 공화당
John Thompson Parker 평화자유당
James P. Bradley 공화당
Arun K. Bhumitra 공화당
Derrick Michael Reid 자유당
Ling Ling Shi 선호 정당 없음
David Hildebrand 민주당
Jason M. Hanania 선호 정당 없음
Alison Hartson 민주당
Pat Harris 민주당
Dianne Feinstein 민주당
Colleen Shea Fernald 선호 정당 없음
Lee Olson 선호 정당 없음
Kevin Mottus 공화당
David Moore 선호 정당 없음

California 법에서는 주 공직(연방 공직이 아님) 출마 후보자에 대한 자발적 지출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비용을 지정 달러 금액 미만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주지사, 부지사, 주 국무장관, 회계감사관,  
주 재무장관, 법무장관, 보험 감독관, 공교육감 및 조세형평국 등의 헌법에서 정한 주 전역 공직 출마 후보자들은 
이 투표자 안내서에서 후보자 성명서를 게재하기 위한 공간(최대 250단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18년 6월 5일 주전역 직접 프라이머리 선거에서 주지사 후보자에 대한 자발적 지출 한도는 $8,753,000입니다. 

2018년 6월 5일 주전역 직접 프라이머리 선거에서 부지사, 총무처 장관, 회계감사관, 주 재무장관, 법무장관,  
보험 감독관 및 공교육감직에 출마한 후보자들에 대한 자발적 지출 한도는 $5,835,000입니다. 

2018년 6월 5일 주전역 직접 프라이머리 선거에서 조세형평국 위원직에 출마한 후보자들에 대한 자발적 지출 
한도는 $1,459,000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후보자 목록에서, 별표(*)는 California 자발적 선거운동 지출 한도를 수락함으로써 이 투표자 
안내서의 후보자 성명을 위한 공간을 구매하기로 선택한 주전역 헌법에서 정한 공직 출마 후보자들을  
나타냅니다. (일부 자격이 있는 후보자의 경우 후보자 성명서를 위한 공간을 구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전역 헌법에서 정한 공직 후보자 성명서는 이 투표자 안내서의 46-83 페이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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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역 헌법에서 정한 공직 출마 후보자들의 목록은 이 투표자 안내서에서 요구하는 게재기간의 종료  
시까지 현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안내서가 공개된 후에 예정된 후보자의 인증된 최종 목록은  
www.sos.ca.gov/elections/candidate-statement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 
Gavin Newsom 민주당
Robert C. Newman, II* 공화당
Delaine Eastin* 민주당
Klement Tinaj* 민주당
Jeffrey Edward Taylor* 선호 정당 없음
Peter Y. Liu* 공화당
Gloria Estela La Riva* 평화자유당
Yvonne Girard* 공화당
Robert Davidson Griffis* 민주당
Shubham Goel* 선호 정당 없음
Thomas Jefferson Cares* 민주당
Christopher N. Carlson* 녹색당
John Chiang 민주당
John H. Cox* 공화당

Josh Jones* 녹색당
J. Bribiesca* 민주당
Zoltan Istvan* 자유당
Amanda Renteria* 민주당
Travis Allen* 공화당
Akinyemi Agbede* 민주당
Desmond Silveira* 선호 정당 없음
Michael Shellenberger* 민주당
Nickolas Wildstar* 자유당
Johnny Wattenburg* 선호 정당 없음
Antonio Villaraigosa 민주당
Albert Caesar Mezetti* 선호 정당 없음
Hakan “Hawk” Mikado 선호 정당 없음

부지사 
Danny Thomas 선호 정당 없음
Eleni Kounalakis* 민주당
Cameron Gharabiklou* 민주당
Jeff Bleich* 민주당
Ed Hernandez* 민주당
David R. Hernandez* 공화당

Cole Harris 공화당
David Fennell* 공화당
Tim Ferreira* 자유당
Lydia Ortega* 공화당
Gayle McLaughlin* 선호 정당 없음

주 국무장관 
Gail K. Lightfoot* 자유당
Alex Padilla* 민주당
Erik Rydberg* 녹색당
Raul Rodriguez Jr.* 공화당

C.T. Weber* 평화자유당
Michael Feinstein* 녹색당
Mark P. Meuser* 공화당
Ruben Major* 민주당

회계감사관 
Betty T. Yee* 민주당
Konstantinos Roditis* 공화당

Mary Lou Finley* 평화자유당

주 재무장관 
Jack M. Guerrero* 공화당
Greg Conlon* 공화당
Kevin Akin* 평화자유당

Vivek Viswanathan* 민주당
Fiona Ma* 민주당

법무장관 
Eric Early* 공화당
Dave Jones* 민주당

Xavier Becerra* 민주당
Steven C. Bailey* 공화당

보험 감독관 
Ricardo Lara* 민주당
Steve Poizner* 선호 정당 없음

Nathalie Hrizi* 평화자유당
Asif Mahmood*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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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지구 조세형평국 
David Evans* 공화당
Ted Gaines* 공화당

Connie Conway* 공화당
Tom Hallinan* 민주당

제 2 지구 조세형평국 
Cathleen Galgiani* 민주당
Barry Chang* 민주당

Malia Cohen* 민주당
Mark Burns* 공화당

제 3 지구 조세형평국 
Cheryl C. Turner* 민주당
Doug Kriegel* 민주당
Nancy Pearlman* 민주당
Ben Pak* 민주당

Scott Svonkin* 민주당
Micheál “Me-Haul” O’Leary* 선호 정당 없음
Tony Vazquez* 민주당
G. Rick Marshall* 공화당

제 4 지구 조세형평국 
David Dodson* 민주당
John F. Kelly* 공화당
Ken Lopez-Maddox* 민주당
Joel Anderson* 공화당

James Stieringer* 공화당
Mike Schaefer* 민주당
Nader F. Shahatit* 공화당

공교육감 
Marshall Tuck* 초당파
Tony K. Thurmond* 초당파

Lily (Espinoza) Ploski* 초당파
Steven Ireland* 초당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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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순서는 무작위 추출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본 페이지의 성명서는 후보자가 제공한 것으로 그 정확성을 검증한 것은 아닙니다. 각 성명서는 자발적으로 
제출되었으며 해당 후보자가 지불한 것입니다. 성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도 투표용지에 등장할 자격이 다른 방법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후보자 성명서
UNITED STATES 상원의원

Kevin de León | 민주당

지금의 대통령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California의 이상을 비하하는 데 광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현 의원들은 이를 파헤치거나 맞서 싸울 의지가 없거나 불능입니다. California는 
열정과 독립심을 갖고 미래를 위해 지치지 않고 싸울 상원의원을 필요로 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에게 아무 것도 주어진 게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오직 미국에서만 저와 같은 이민자 주부의 아들이 성장하여 California 주 상원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 임차료를 내느라 고군분투하고, 대학교 학비를 걱정하며, 의료비 부담에 
잠을 못이루는 여러분들의 경험을 저도 겪어 왔습니다. 이는 워싱턴 DC의 지도자들은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힘든 경험들입니다. 상원의원의 2/3 이상이 백만장자이므로, 그들이 매일 
보통의 미국인들이 겪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화려한 언변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의 민주당 의원들은 보편적 의료보험 및 기후변화에만 매달리고, 석유와 약품 회사 
로비스트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인기에 영합하고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식의 
각본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저는 상원의 지도자로서, 하찮은 일에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편적 의료관리, 임금평등, 이민자와 시민권, $15 최저임금, 빚을 지지 않는 
고등교육을 위해 조치를 취하고 기후변화에 맞서는 싸움에서 California를 세계적 리더로 
만드는 등 매일 California인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역사적인 노력을 주도했습니다. 최고 
부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작동하는 경제환경을 만들고, 우리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상원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는 미국 상원에 입증된 
California 리더십을 보여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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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818) 850-6462
이메일: kevin@kevindeleon.com
kevindeleon.com

• United States 의회에서 California의 이익을 대변할  
2명의 상원의원 중 한 명으로 활동.

• 새로운 국가 법안을 발의하고 투표.

• 연방법원 판사, U.S. 대법관 및 민간 및 군사 요직에 
대한 대통령의 고위급 임명 확인에 대한 투표.

Paul A. Taylor | 공화당

사진 미제출
기업가, 고용주, 소기업의 디벨로퍼 및 기술 혁신가로서 40년 동안의 사업 경험을 쌓음.

2 Civic Center Dr. #4338
San Rafael, CA 94913-5703

전화: (415) 250-4036
이메일: taylor@politicalvisio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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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순서는 무작위 추출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본 페이지의 성명서는 후보자가 제공한 것으로 그 정확성을 검증한 것은 아닙니다. 각 성명서는 자발적으로 
제출되었으며 해당 후보자가 지불한 것입니다. 성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도 다른 방법으로 투표용지에 기재될 수도 있습니다.

후보자 성명서
UNITED STATES 상원의원

Jerry Joseph Laws | 공화당

입헌주의자 www.lawsussenate2018.com

14411 Northstar Ave.
Victorville, CA 92392

전화: (760) 952-0294
이메일: JerryJosephLAWS2016@aol.com
www.lawsussenate2018.com

Tim Gildersleeve | 무소속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입니다. 저는 빈곤층, 노인, 장애인, 환경문제, 노조, 소기업을 
대변하며 일반 서민을 대변합니다. 제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alternativevoiceforamerica.org.

전화번호: (408) 915-8713
이메일: timg@alternativevoiceforamerica.org
http://www.alternativevoiceforameric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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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명서
UNITED STATES 상원의원

Don J. Grundmann | 무소속

정상을 위한 캠페인 “트랜스젠더”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다른 성을 가장하는 이상한 사람들이며 심지어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입헌 공화국에서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려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정신병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에게 이러한 정신적, 정서적 및 영혼상의 
병리/질환을 최소한의 가능한 방법으로 정상이거나, 자연스럽거나, 건강한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가르칠 권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린이에 대한 아주 비정상적인 공격이며 일종의 
아동 성추행입니다. "성전환주의"에 관한 정신적 병리와 사회적 질환을 정상화하려는 대규모 
사회공학적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위 “트랜스젠더” 아동들은 정상적이고/건강한 
아동들을 공격하고 파괴하려는 무기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공격의 목적은 갈수록 많은 수의 
아동들의 도덕적 기반을 뒤틀어서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는 물론 미래의 
세대들조차도 정신병 환자로 만들고 파괴시키려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중단되어야만 합니다. 
이처럼 말도 안되는 공격으로부터 우리 주와 미국의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전국 캠페인에 동참하셔서 트랜스젠더 히스테리로부터 어린이들을 구하고 어린이들의 
트랜스젠더 판단에 따른 신체 훼손을 금지시켜 주십시오. TheyAreAttackingTheChildren.org로 
가셔서 이 투쟁에 동참하여 어린이들에 가해지는 이 전쟁/투쟁으로부터 어린이들을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California 주에서 어린이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울 마지막이자 유일한 
정당인 헌법당에 가입해 주십시오. 당대표—헌법당 YouTube—USA vs Sodom Inc.

59 Washington St. #152
Santa Clara, CA 95050

전화: (510) 895-6789
이메일: stoptheirs@hotmail.com
fight-the-power.org

John “Jack” Crew | 공화당

임신 중절 요구에 따른 잔혹행위를 중지해야 합니다.

230 American Hill Rd.
Nevada City, CA 95959

전화: (530) 272-5689
이메일: johncrew@att.net
facebook.com/senate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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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n Cruz | 공화당

세금 감면, 규제 완화, 작은 정부 함께 California의 황금 시대를
다시 만듭시다.

8690 Aero Drive, Ste. 115304
San Diego, CA 92123

전화: (800) 730-1822
이메일: outreach@voteerincruz.com
www.voteerincruz.com

Herbert G. Peters | 민주당

민주당원. 기독교인. 낙태반대주의자. 인플레이션 종결. 헌법에 규정된 세금. 번영 복원: 건국 
이래 100년 동안 "우리"는 최저임금이 필요없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부의 창출자였고 남북전쟁 
직후에는 세율이 3.1퍼센트였습니다(현재 20퍼센트 초과). 정부가 커지면서 생활비가 
늘어나고, 주택 비용이 늘어나며 노숙자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 축소: 연간 $1,56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 800곳의 해외 군사 기지를 모두 폐쇄하고, 보증이 없는 스파이 활동을 
중단하며, 비밀 유지 비용을 줄이고, 헌법 준수를 복원합니다. 

45056 Logue Ct.
Lancaster, CA

전화: (310) 343-1244
이메일: Herb@HerbPeters.com
www.revival-herbpet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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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glas Howard Pierce | 민주당

S6CA00790 국가를 위한 뛰어난 헌신, California Los Angeles 태생. 20년 동안 내 조국, 
대륙을 위한 헌신. 저는 1차, 2차 및 연쇄살인범과 같은 미해결 사건을 포함하여 미국 전역에서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위험을 맡았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아동 및 젊은 대학생의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파괴는 자생적 테러인 인류에 대한 범죄입니다. 저는 정의를 
추구하는 모든 수준의 법 집행 기관에서 근무했으며, 절대 다시는 말할 수 없는 희생자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해결된 사건 중 일부는 30년이 넘게 가족과 떨어진 경우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California 주를 위해 작성하고 집행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이러한 유형의 
파괴행위를 상쇄할 것이라고 봅니다. California 주는 모든 인종이 뒤섞여 모두가 서로에게 
의존하며 공존하는 곳입니다. 이 장점은 결코 비하되거나, 파괴되거나, 후퇴하거나, 근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위대한 California의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합니다. 미국 원주민 
부족, 잉글랜드인, 스패니쉬, 중국인, 히브리인, 베트남인, 필리핀인, 한국인, 아르메니아인, 
페르시아인, 러시아인, 일본인, 아랍인, 펀자브인, 몬크메르 캄보디아인, 몽족, 힌두인, 태국인과 
실종 아동과 성인의 목소리를 대변합니다. 희생자의 목소리가 절대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California의 4천만 인구와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자주권을 옹호하며, United States에  
대한 충성을 맹세합니다. Douglas Howard Pierce S6CA00790 www.PierceSenate.com 
Twitter @PierceUSsenate Spanish www.douglas.com.mx

P.O. Box 17814
Beverly Hills, CA 90209

전화: (310) 272-0884
이메일: piercesenate@gmail.com
www.piercesenate.com

John Thompson Parker | 평화자유당

“자본주의의 종식—불능으로 만들기.” 트럼프의 국외추방, 경찰 테러, 기업들에 대한 선심, 
백인 우월주의, 여성 혐오, 가난은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일부이며, 이전 행정부의 
기록적인 국외추방과 전쟁에서 영감을 얻은 것입니다. 사회주의자 Parker에 대한 귀하의 한 
표는 소중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듯 하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적인 변화를 위한 움직임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4167 S. Harvard Blvd.
Los Angeles, CA 90062

전화: (323) 899-2003
이메일: johnthompsonparker@gmail.com
https://www.facebook.com/parkerforse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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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rick Michael Reid | 자유당

저는 모든 California 인들을 위한 California 사람입니다. 온건한 문제 해결자로서 이민, 수감자 
및 부패를 포함한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당의 파벌을 통합합니다. 보통의 서민들은 
눈에 띄지 않게 살아갑니다. 감옥은 초과 수용 상태입니다. 정치 및 금전적 부패가 정부 기능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5천만 명이 굶주리고, 1억 명이 실업상태이며, 20조 달러의 부채가 있는 
상황에, 욕망에 영합한 두 주요 정당의 정치인들은 나라를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DC에서의 
전체주의 권력에만 몰두해왔습니다. 엔지니어, 변호사 겸 군인, 시장 및 지정학적 분석가로서, 
시스템 분석으로 California와 미국이 직면한 많은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많은 문제가 불충분하고 부정적인 피드백 제어로부터 발생합니다. 저는 
반대 당파를 타협시켜 공통의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고 평정을 촉진할 것입니다. California에 
특별히 존재하는 다른 문제로는 채무, 가난, 노숙자, 세금, 사회간접자본, 공해 등 전국적인 
문제와 마찬가지로 연방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열거가 
가능하지만 증오는 품위가 없습니다. 경기 침체는 기업의 매출과 노동 참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인상이 전망됨에 따라 채권시장이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 
주식시장과 경제도 마찬가지로 붕괴됩니다. 시장 붕괴가 발생하면 통합적인 해결책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신속한 회복, 부채 탕감, 통화 조정, 정부 개혁의 방법에 정통하여 최대한의 
자유와 장기적인 번영을 위해 실질화폐, 정직한 시장, 헌법, 공화국을 복원시킬 수 있는 
상원의원이 적어도 한 명은 의회에 있어야 합니다.

P.O. Box 746
Laguna Beach, CA 92652

이메일: libereens@yahoo.com
www.derrickmreid.com

Ling Ling Shi | 무소속

사진 미제출
하나님과 미국의 자유를 위해 출마, 2016년 U.S. 대통령 선거 결과에 의문 제기: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미국 대법원에서 무효로 판결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45대 미국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합니다. 미국 경제와 경제 관련 분야에서 10대 대규모 혼란 문제 제기.

P.O. Box 55
Rancho Cucamonga, CA 91729

전화: (909) 728-0578
이메일: lingling_lilyofValley_shi@yahoo.com
www.wells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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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 M. Hanania | 무소속

제 이름은 Jason Hanania입니다. 저는 변호사이자 엔지니어이며 전직 U.S. 정부의 
공무원이기도 했고, 그리고 최초의 테크노데모크라틱 후보자입니다. 저는 정당이 없으며, 
캠페인 기부를 받지 않습니다. 만약 당선된다면, 저는 전자 투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전자 투표 서비스는 인종, 종교, 부 또는 성별에 관계없이 
미국 국민 100퍼센트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의 California 인들이 주어진 문제에  
“아니오”라고 투표하면, 저는 상원에서 “반대”라고 투표할 것입니다. 만약 ”과반수의 
California 인들이 주어진 문제에 “찬성”이라고 투표하면, 저는 상원에서 "예"이라고 투표할 
것입니다. 전자 투표 서비스는 미국 국민들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사용자 플랫폼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기업과 정부기관은 이 사용자 플랫폼을 통제할 수 없으며, 사용자 계정도 가질 수 
없습니다. 사용자들은 법안을 발의하고, 법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하며, 상업제품에 대한 
전자투표, 전자투표 확인 및 모든 사용자에 대한 감사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선된다면, 저는 상원에 고위급 제안을 할 것입니다.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 플랫폼은 
블록체인 보안을 활용합니다. 전자투표는 블록체인의 보안시스템을 이용하므로 중앙집중화된 
데이터베이스로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대 사용자로 전송됩니다. 데이터가 분산화되면 
정당, 기업, 비밀기관, 외국 정부, 기타 잠재적인 해커들이 선거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플랫폼은 먼저 크라우드 펀딩된 후 나중에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점차 이 시스템을 통해 모든 미국인들은 인터넷, 이메일, 소셜 미디어, 쇼핑, 
은행, 기타 광고가 없는 데이터 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에서 무료로, 암호화되고, 분산화된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182 Howard St. #121
San Francisco, CA 94105

전화: (415) 654-6291
이메일: 2018@jasonhanania.com
www.jasonhanania.com

Alison Hartson | 민주당

우리의 현 체제는 권력에 대한 중독으로 족쇄가 채워져 있습니다. 수 십년 동안 후원 기업의 
구미에 맞게 행동해 온 정부는 심지어 가장 대중적인 정책조차도 통과시킬 능력이 부족합니다. 
정치인들에게 우리를 대변해 달라고 간청하기에도 지쳤습니다. 진정한 진보 정신을 갖고 있고 
납득시킬 필요가 없는 상원의원이 있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미 Medicare-for-All, $15 
최저임금, 공공 재원 조달 대학을 염두에 둔 사람을 선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평생 노동 
계급 커뮤니티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10년 동안 공립고등학교에서 교사직을 수행했던 저는 더 
나은 정부를 위해 투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California 주에서 수 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하여 함께 정치적 부패를 철폐하는 법안인 AJR-1를 주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비영리 단체의 내셔널 디렉터로서 전국적으로 입법의원들 및 시민들과 함께 
AJR-1과 같은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상원에 가서도 이러한 투쟁을 계속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나라는 모두를 위한 번영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갖췄지만, 먼저 
억만장자들이 우리의 부를 강탈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경쟁 후보들과는 달리, 저는 
기업의 돈이나 검은 돈을 단 한 푼도 받은 일이 없으므로, 제가 Washington D.C.에 갔을 때 
누구를 대변할 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의 플랫폼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alisonhartson.com을 방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싸울 수 있도록 저를 상원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다 함께 우리의 정부를 되찾읍시다.

alisonharts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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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nne Feinstein | 민주당

저는 California주의 상원의원으로서 우리 주의 진보적인 가치에 대한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목소리가 되기 위해 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편적 의료관리, 여성의 권리, LGBTQ 
권리 및 이민자의 권리에 대한 자랑스럽고 일관된 옹호자입니다. 저는 거리에서 공격용 무기를 
쫓아내기 위해 NRA와 대결했고, 여성에 대한 동등한 임금을 위해 싸웠고, 아메리칸 드리머와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를 후원했으며, 특히 오늘날의 경제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 
가족을 포함한 모든 California 인들을 잘 살게 하는 경제적 기회를 위해 투쟁했습니다. 저는 
Donald Trump와 그의 의제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트럼프의 행동은 우리 국가를 분열시키고 
세계에서의 우리의 지위를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부담적정보험법을 폐지하고 방해하려는 
트럼프와 공화당원들의 노력에 맞서 싸웠습니다.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민주당 중진의원인 저는 
트럼프의 법의 근간에 대한 도전에 대해 그가 책임을 지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직장에서의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싸워온 저는, 성 범죄자들로부터 어린 여자 체조선수와 기타 
아마추어 운동선수들을 보호하는 법을 올 해 통과시킨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저는 
계속해서 도날드 트럼프의 무모한 반 환경적 의제에 저항할 것입니다. 기후 변화 과학에 대한 
거부, California의 보호된 땅에 대한 공격 그리고 California의 해안에서 떨어진 새로운 석유 
시추 허가 부여에 대한 위협은 반드시 중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트럼프와 그 행정부를 멈추게 
하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저는 겸손히 여러분의 한 표를 요청함으로써 이처럼 어렵고 험난한 
시기에 California 주를 위해 계속해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P.O. Box 1270
Los Angeles, CA 90078

전화: (866) 747-2981
이메일: contact@feinsteinforca.com
www.feinsteinforca.com

Lee Olson | 무소속

사진 미제출
Lee의 슬로건은 "특별 이익 단체가 아닌 우리의 이익을 대변한다," "우리의 지갑과 삶에서 
정부를 몰아내자," "특별 이익 단체가 아닌 모두에 대한 노예, 전쟁 및 가난"의 그늘 아래 사는 
죽음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모두를 위한 자유, 평화와 번영"의 생명의 패러다임으로 인도해 줄 
리더십 제공"입니다. Lee의 사명—“정부로부터 시민을 보호한다.” 만약 귀하가 좌절한 
무소속이거나, 환멸을 느낀 공화당원이거나, 불만을 품은 민주당원이면서 계속해서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바란다면, Lee를 선택해 주십시오. www.LeeOlsonforSenate.com에서 영감을 
받으세요.

16458 Bolsa Chica Street,  
#165
Huntington Beach, CA 92649

전화: (949) 705-4538
이메일: lofsen2018@gmail.com
www.LeeOlsonForSe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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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명서
UNITED STATES 상원의원

Kevin Mottus | 공화당

FCC는 새로운 5G 무선 테크놀로지와 사물 인터넷의 출시로 2-12 가구마다 고밀도, 고주파수의 
무선 마이크로파 고주파를 방사(24Ghz–90Ghz)하는 무선 타워 송신기를 설치하려 합니다. 
무선파 방사는 해로운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이러한 5G 송신기 주변에서 암과 신경질환, 
면역체계장애, 생식력 손상 등의 발생이 늘어날 것입니다(google: 5G Scientist Appeal).  
수 십년 동안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RF 전자파는 현재의 FCC 가이드라인 아래인 저체온 
생물학적 효과를 유발합니다(google: Naval Medical Research Institute 1972). 1996 
Telecommunications Act section 704에서는 주민의 주택 인근에 무선 타워를 설치할 때 
지방정부가 주민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떠한 건강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면 왜 건강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지 못하게 할까요? 우리는 업계가 
통제하는 FCC가 위험한 마이크로파를 우리의 자녀들, 가족, 가정 및 작업장에 허용하도록 두고 
있습니다(google: microwave sickness webster’s). 우리 가정 주변에 이처럼 치명적인 5G  
무선 타워 송신기를 배치하는 것을 중단시켜야만 합니다(google: press democrat Verizon 
antennas).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무선회사, 로비 단체인 CTIA, 업계가 좌지우지하는 FCC, 
상원의원인 Thune은 무선전파 노출로 인한 고통, 질병 및 사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Google: FCC Captured Agency Harvard). 지금의 의회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리인들과 
대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리인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는 대중의 이익을 대변하며 
California 인들의 건강과 웰빙을 보호할 것을 맹세합니다. Kevin Mottus를 상원으로  
보내 주십시오.

이메일: 5GisHarmful@gmail.com
www.KevinForSenate2018.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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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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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C. Newman, II | 공화당

사진 미제출
옹호: 하나님, 생명, U.S. 헌법, 친권, 재산권, 기업 제한대상: 정부, 세금, 규제 반대: 지구공학, 
Con-Con

P.O. Box 8604
Redlands, CA 92375

이메일: Newman4governor@aol.com
www.Newman4governor.com

•   California주의 CEO로서, 대부분의 부처와 기관을 
감독하고, 판사를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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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 시에는 주 자원을 가동하고 지휘합니다.

Delaine Eastin | 민주당

Delaine Eastin은 California의 학교들을 감독하고 주 예산의 40퍼센트를 책임지는  
California주 공교육감에 당선된 유일한 여성입니다. Delaine은 8년의 임기 동안 불법적인 
원천징수자금에 대해 주지사에게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California주의 학생 당 지출액을 전국 
47위에서 27위로 끌어 올렸습니다. Delaine은 California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지사직에 출마합니다. 우리 주는 학생 당 지출액이 전국 41위이지만, 죄수 당 지출액은 전국 
1위입니다. 보육, 의료 및 대학교육비의 상승으로 California인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가치의 명세표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재건설하기 위해, 우리는 교육에 투자해야 
하고, 모두에게 공평한 경제를 창출해야 합니다. 주지사로서, Delaine은 공평한 임금으로 살  
수 있는 임금을 지불하는 일자리를 배양하고, 적정한 주택을 건축하며, 보편적 의료관리를 
제공하고, 재생산 권리를 방어하고, 이민자를 보호하며, 셰일가스 시추를 금지하고 청정 
에너지로 전환함으로써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소기업에 투자하며, 적정한 보육 시스템을 
만들고, 보편적 프리스쿨을 만들며, 우수한 공교육을 세우고, 채무가 없는 대학교육을 가능하게 
하며, 직업 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Delaine은 The National Women’s Political Caucus,  
the Young Democrats’ Environmental/Progressive Caucuses, the Feminist Majority,  
SF Berniecrats, Dede Alpert, Joan Buchanan, Cecilia Aguiar-Curry, Loni Hancock 및  
Lori Saldana 등의 상원/하원의원, 카운티 수퍼바이저, 시장, 시 의회 의원, 학교 위원회 위원, 
올 해의 교사 그리고 수 천명의 평범한 California인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Delaine이 
우리 California주를 이끌 용기와 비전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Delaine은 
주전역 공직, 의회와 Delaine Eastin 초등학교가 있는 유니언 시티의 시 의회에 선출된  
유일한 후보자입니다. Delaine이 California 최초의 여성 주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www.DelaineforGovernor.com

이메일: Delaine@Delaineforgovernor.com
www.Delaineforgover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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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명서
주지사

Peter Y. Liu | 공화당

#cesp5

전화: (510) 517-3423
이메일: PeterYLiu@aim.com
https://localwiki.org/oakland/Peter_Y._Liu

Gloria Estela La Riva | 평화자유당

너무나 오랫 동안 기업과 은행 그리고 펜타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습니다. 결과: 절반의 
사람들이 가난 또는 가난에 근접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택비용은 끝모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은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죄수의 수가 늘어나고 경찰의 탄압이 증가합니다. 환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충분합니다! 사회주의자에 투표하세요! 참여하세요!

2969 Mission St.
San Francisco, CA 94110

전화: (415) 821-6171
이메일: votelariva2018@votepsl.org
www.lariva2018.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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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명서
주지사

Zoltan Istvan | 자유당

미국 내 최고의 자유주의 정치가 중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California주에 평등, 재무적 책임 및 
번영을 다시 복원하고자 주지사에 출마합니다. 저는 Los Angeles에서 태어나, 아이비 리그 
대학을 졸업했으며,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기자생활을 했고, 베이 지역에서 기업가로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제 세계 최고의 과학 및 기술 정책 입안자 중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선 
후보의 잠재적 러닝 메이트 최종 후보였던 주지사 Gary Johnson은, 세율 인하, 마약 전쟁 종식, 
자유 수호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행정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낙태를 찬성하고, 
친이민주의자이며, 친소기업 정책을 지지하고 비종교적입니다. 한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강력하고 새로운 비전으로 복원되는 California를 보게 될 귀하의 가치를 
공유합니다. Zoltan에게 투표해 주세요! 

35 Miller Ave., #102
Mill Valley, CA 94941

이메일: info@zoltanistvan.com
www.zoltanistvan.com

Yvonne Girard | 공화당

저는 참전용사이자 주지사 후보로서, California주의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정의는 자궁 속 태아부터 순직 장병 및 경찰, 소방관의 가족, 일본과 
유대인, 아르메니아인, 원주민, 미국 흑인에 대한 아직까지는 완전히 시정되지 않은 역사적 
학대까지 모두에게 속해 있다고 믿습니다.  어떠한 어린이도 배고픔 속에 살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공립 K–12 의 학생들을 위한 급식비는 각 학생에 대한 교육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Yvonne Girard는 귀하의 소중한 한 표를 요청합니다.

P.O. Box 3602
Jurupa Valley, CA 92519

전화: (951) 452-4499
이메일: girardforgoverno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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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명서
주지사

Christopher N. Carlson | 녹색당

“자녀들에게 미적분학을 가르치고 지구를 안전하게 보존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깃털이 든 
돌과 빈 그릇 역시 그들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guberthecandidate

John H. Cox | 공화당

지난 몇 년 동안 새크라멘토의 정치가들은 중산층 납세자들과 소기업 소유주들에게 타격을 
입혔습니다. 특수 이익집단의 부패한 돈의 영향력에 취해, 직업 정치인들은 미국 내 가장 높은 
소득세와 판매세, 가스세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세금과 수수료, 
규제를 늘려내고 있어, 적정한 가격의 주택을 건설할 수 없게 만드는 한편 수천 개의 사업체와 
양질의 일자리를 우리 주에서 떠나가게 했습니다. 저는 주지사에 입후보한 보수적인 중소기업 
사업가로 California를 살기에 너무 비싼 곳으로 만드는 증세 흐름과 일자리를 죽이는 규제를 
되돌릴 것입니다. 저는 후보자들 중에서 2차 수정안을 지지하는 유일한 보수주의자이며 
California 생명존엄성 위원회에게서 공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당선되면, 재임 첫 날 저는 
불법 체류자에게는 보호소를 제공하고, 주 내 각 가정은 위험 속에 몰아 넣는 이민자 보호 주법을 
폐지할 것입니다. California 공화당 의원들이 저에게 가스세 폐기를 위한 진짜 캠페인의 의장이 
될 것을 요청했을 때, 저는 지금이 다시 싸워 중산층에서 이 전쟁을 종식시킬 때이기 때문에는 
그 요청을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California를 특수 이익집단의 부패한 돈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California 드림을 되찾읍시다. 우리의 운동에 함께 하실 준비가 되셨으면 
99000번으로 reclaim이라는 텍스트를 보내주시고 Facebook에서 저를 팔로우 해주십시오.  
저 혼자 이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California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주지사에 출마한 공화당원 John Cox입니다.

이메일: info@JohnCoxforGovernor.com
JohnCoxforGover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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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명서
주지사

Josh Jones | 녹색당

부패. 비적정성. 낭비. 이러한 것들이 정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바꾸겠습니다. 58개 모든 
카운티에서 미팅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사람이 아니며 돈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Trans 권리: 법인을 위한 추가적 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금, 소셜 시큐리티, 
지속가능한 에너지, 지하수 저수지, 보편적 기본소득, 주택, 석유 로열티, 무료 대학교육,  
죄수 노예금지, DACA 수정, 석유시추 금지, 단일보험자 달성을 보호해야 합니다. 4세대 
California 주민인 Josh Jones에게 투표해 주세요. 인권과 강력한 리더십에 투표하세요.  
www.candidate-statements-cost-25-dollars-a-word.com

P.O. Box 72603
Davis, CA 95617

전화: (530) 322-5761
이메일: info@josh4gov.org
www.josh4gov.org

J. Bribiesca | 민주당

저는 더 좋은 California주를 만들기 위해 주지사에 출마합니다. 저는 California주의 재향군인, 
노숙자(저는 홈리스 아동이었습니다), 노인, 장애인 및 청소년을 옹호합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 
중산층 및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변합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미국 시민권자이며, 
멕시코 출신의 은퇴한 의사로서 California 주지사에 출마하는 최초의 멕시코 출신 
이민자입니다. 저는 직업 정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를 뽑아 주신다면, 상식적인 접근 
방법으로 더 살기 좋은 California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값비싼 결과를 피하기 위해 
원인을 처리하는 예방책을 촉진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유지하고, 투명성, 정의 및 책임을 
요구하며, 모든 California주 공무원의 윤리적이고 존중하는 행동으로 인권을 존중하며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법을 집행할 것입니다. 선출직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납세자의 
세금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멈추게 해주십시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을 수리하겠습니다. 가솔린 및 유틸리티 가격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하여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겠습니다. 저는 재정적 보수주의자입니다. 
비성과 기관을 줄여서 더 작으면서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약품과 병원비를 낮춰서 
누구나 의료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더 수준이 높으면서 무료인 교육을 
요구하겠습니다. 여성의 권리와 가정, 다양성과 자유를 존중합니다. www.juanbribiesca.com

3298 Governor Dr. #22917
San Diego, CA 92192

이메일: drbribiescaforgovernor@gmail.com
www.juanbribies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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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명서
주지사

Amanda Renteria | 민주당

열의를 가진 정부 공무원들이 겸손과 열정 그리고 기량을 다하여 책무를 수행한다면 최고의 
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새크라멘토까지, 우리는 정치인들이 공직을 매수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권력을 사용할 때 문제가 돌출함을 보아왔습니다. 저는 공직에 출마하기 
위해, 최근 California주 법무부의 수석팀에서 사임했습니다. DOJ의 운영수석으로서 저는 
1,000명의 전담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팀을 이끌었고, $8억 5천만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DOJ에서 저는 인신매매범들을 감옥으로 보내고, 공해유발기업을 단속하며, 이민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여성의 의료관리를 위해 싸우고, 노인들을 Medi-Cal 사기로부터 보호하고, 불법의 
영리목적 대학교로부터 수 백만 달러의 학생 환불금을 지켰습니다. DOJ 경력 이전에는, Central 
Valley에서 수학 교사로 근무했으며, San Jose 시의 예산분석가로 일했고, Feinstein 
상원의원의 경제 정책 자문직을 맡았고, 미국 상원 역사상 최초의 라틴계 여자 수석 보좌관직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통해 저는 인종 문제의 깊은 정치적 경험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일생 동안 소명 의식을 갖고 공직을 수행한 사실입니다. California인들은 미국의 
변화를 개척하는 개척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뒤에 물러나 있을 
수 없습니다. 올 해에는 새로운 얼굴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이제 판을 뒤흔들어야 할 
때입니다. 저희 운동에 대해 더 자세히 아시려면 www.amandarenteria.com을 방문해 주세요.

Menlo Park, CA amandarenteria.com

Travis Allen | 공화당

California주에서 태어나서 자란 저는 이 곳에서 놀라운 기회들을 얻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California주에서 딸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재무 자문가가 되었고 여기에서 소기업을 
경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6년 전 California주 하원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저는 심지어 
기네스 세계 기록을 깰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California를 사랑합니다. California를 제 
고향으로 부르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제 딸도 제가 자라났던 California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California주는 높은 세금, 부담스러운 규제, 범죄 정책의 약화, 낮은 
교육 기준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California주를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저는 
California주를 위해 다섯 가지 핵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 모든 California인들을 위한 
세금감면, 2) 엄격한 범죄 단속으로 범죄인들이 아닌 California 가정을 보호, 3) 고속철도가 
아닌 도로에 기존 세입을 지출함으로써 도로를 수선하여 교통체증 감소, 4) 우리의 자녀들에게 
안전한 학교와 차터 스쿨을 제공함으로써 다시 한 번 미국 내 최고 교육 제공, 5) 삼각주를 
보존하고 California 농장, 교외 및 도시에 물을 공급하는 저수지를 제공함으로써 California주 
워터 프로젝트 완수. 저는 입증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California의 과도하게 높은 
신규 가스세와 자동차세를 폐지하기 위한 첫 번째 노력을 입안했고, 제가 하원에 있던 매년 
Howard Jarvis Taxpayers Association으로부터 "A" 등급을 받았습니다. 주지사에 당선되면, 
저는 California의 위험한 이민자 보호도시 정책을 돌려 놓겠습니다. California주를 되찾읍시다. 
Travis Allen이 주지사가 될 수 있도록 한 표를 행사하여 주세요. www.JoinTravisAllen.com

이메일: info@JoinTravisAllen.com
www.Facebook.com/JoinTravisAl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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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명서
주지사

Akinyemi Agbede | 민주당

사명 선언서 - 강력한 California!

6775 Santa Monica Blvd.  
#4-254
Los Angeles, CA 90038

전화: (559) 230-7913
이메일: yemibode@hotmail.com
www.thenextgovernorofcalifornia2018.com

Desmond Silveira | 무소속

인류의 삶의 존엄성과 품위, 사회정의, 환경에 대한 책임 그리고 평화를 옹호하는 미국단결당의 
지지를 받습니다. 
https://ca.solidarity-party.org/desmond-silveira-governor/  https://solidarity-party.org/

이메일: desmondsbox-asp@yahoo.com
https://ca.solidarity-party.org/desmond-silveira-gover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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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명서
주지사

Nickolas Wildstar | 자유당

선출된 정치가들이 더 이상 California주의 주민들을 대변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주지사직에 
출마합니다. 20년 동안 노동자 계급의 전문가로 일해온 저는 불필요한 세금, 관료적 규제, 
끝없이 치솟는 생활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자유당원인 저는 특별 이익 단체의 
바램을 위해 귀하의 자유를 희생하지 않고 United States의 헌법을 수호하겠습니다. 
주지사로서, 저는 California의 모든 사람을 위해 자랑스럽게 봉직하겠습니다. Wildstar를 
주지사로 선출하여 제가 이 영광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유를 다시 되찾읍시다!

P.O. Box 313
Placentia, CA 92871

전화: (818) 214-8616
이메일: wildstar@wildstar2018.com
Wildstar2018.com

Michael Shellenberger | 민주당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일생 동안 진보적인 민주당원으로서 사회적 정의와 환경보존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저는 기후변화에 관한 진실을 말함으로써 Time Magazine으로부터 “환경의 
영웅” 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주지사직에 출마하여 풍부한 주택, 좋은 일자리, 세계적 수준의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값비싼 주택비용이 California 드림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는 
미국에서 빈곤율과 불평등성이 가장 높습니다. 저는 "모두를 위한 California"라는 과감하고 
새로운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부패한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를 해체하고 정부 계약을 
정리하겠습니다. 주 전체의 지역사회를 도와 새로운 주택 건축의 책임을 공유하겠습니다. 
하이테크 제조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교육을 맞춤화하여 모든 학생이 1대 1 
교습과 디지털 학습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값싸고, 청정한 에너지를 개척하고 전기 
자율주행차를 도입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연간 3천 명 이상의 죽음을 방지하겠습니다. 저의 
입후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Michael

www.shellenberg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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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명서
주지사

Johnny Wattenburg | 무소속

왜 안됩니까! 

이메일: wattenburg4gov@gmail.com
www.Facebook.com/wattenburg4gover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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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ni Kounalakis | 민주당

저는 여성기업가이자 10대 아들 2명을 둔 엄마이기도 합니다. 또한 저는 오바마 대통령 시절 
미국 대사직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경청과 학습 그리고 리더십을 경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저는 부지사직에 출마하여 California의 다양성과 기회의 가치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다양성과 기회는 경제에 활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California주는 미국의 
리더이자 희망의 횃불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Kamala Harris 상원의원과 California 여성의원 
간부회의, Equality California 및 California 교사연합의 지지를 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UC, CSU 및 커뮤니티 칼리지의 수업료 인상을 반대함으로써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고등교육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저는 단일 보험자를 선호하며 보편적 의료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California주 공유지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저는 California의 연안에서 더 많은 
석유를 시추하려는 도날드 트럼프의 계획에 반대하며 싸울 것입니다. 저는 거대 석유 회사에 
대한 연안 시추권 임대에 반대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새크라멘토의 정치적 문화를 
바꾸어 모든 작업장에서의 성희롱을 중단시킬 것입니다. 저는 이민자 가정의 딸이며 저희 가족 
중에서 첫 번째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14세 때에 혼자 California주로 건너와 농장 노동자로 일했으며, 우리는 함께 노동자 가족을 
위한 이용 가능한 주택을 제공하는 가족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저는 비즈니스우먼으로서 모든 
California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헝가리 
대사로 근무하며 민주주의를 촉진시키고 기후 변화에 맞서 활동했던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58곳의 모든 카운티를 순회했으며 귀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저는 항상 모든 California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916 Kearny St., #605
San Francisco, CA 94133

이메일: info@eleniforca.com
www.EleniForC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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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보호위원회, California 대학교 시스템의  
위원회 위원.

Cameron Gharabiklou | 민주당

역사가 기록될 때, California주가 분연히 일어나, 저항함으로써 이 나라를 전진시켰다고 평가할 
것입니다. 방법은 다음에서 참조하십시오: www.CameronForCalifornia.com

이메일: hello@cameronforcalifornia.com
www.CameronForCaliforn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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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ff Bleich | 민주당

Obama 대통령의 수석 자문위원으로 근무하고 호주 대사를 역임하면서, 저는 발전은 모두가 "
운동화 끈을 묶고 달리려는" 의지를 가질 때에만 이루어짐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제가 부지사의 
후보로 출마한 이유는 California주의 경제는 지난 30년 동안 극적으로 변화했지만, 정치적인 
토론은 변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임금인상이 주택가격, 의료비 및 교육비의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달에 따라 수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고, 다음 10년 동안 더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California주는 이러한 신경제가 모두에게 혜택이 되도록 
만드는 데 집중할 지도자를 필요로 합니다. 저는 Obama 대통령 변호인으로 또한 그의 미국 
대사, California 주립대학 교육위원회와 주 병호사 협회의 회장으로 일했습니다. 제 경력 내내 
저는 어려운 싸움을 이기는 방법을 시연해 왔습니다. 변호사인 저는 우리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해 싸워 승리했으며 Pete Wilson의 발의안 187을 무산시켰습니다. 저는 발의안 209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유색인종이 대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싸웠습니다. 총기류 판매를 제한하고 
가정폭력의 생존자들을 보호하는 소송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며 LGBTQ가 광범위한 지원을 받기 
전 오랜 세월 그들의 권리를 위해 싸웠습니다. 저는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 의료, 
테크놀로지의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연방 하원의원 Jackie 
Speier와 Adam Schiff, Ro Khanna는 물론 다수의 California 주 의원, 시장, 수퍼바이저, 
시의회 위원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비전이 있으며 진보와 변화를 위한 입증된 실적을 보유한 
후보자를 원하신다면, 제게 한 표를 행사하여 주십시오.

이메일: info@jeffbleich.com
www.jeffblei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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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ty의 노동자 커뮤니티에서 성장했으며 고학으로 대학을 다녔으며  
그의 아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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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교육  
프로그램 기금을 증액하며 무료 커뮤니티 컬리지를 제공하는 법을 통과시키는데 공헌하고 
있습니다. California 소방관과 California 교사협회, California 간호사 협회, 주 감사관  
Betty Yee, California 검찰총장 Xavier Becerra는 Hernandez가 기업의 특수 이해에 대항하여 
가정을 옹호할 것임을 잘 알고 있고 있기 때문에 그를 공개 지지합니다. 주 상원의원인  
Ed Hernandez는 또한 성희롱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범죄자를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해 새크라멘토의 침묵의 문화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이끌고 
있습니다. 상원의원 Ed Hernandez를 California 부지사로 선출해 주십시오.

이메일: info@edhernandez4ca.com
www.edhernandez4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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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Fennell | 공화당

David Fennell은 새크라멘토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저를 부지사로 
선출해 주시면, 저는 3가지 일을 하겠습니다. 1) 새크라멘토 내 부정행위와 싸우겠습니다  
2) 정부의 예산낭비를 줄이겠습니다 3)California 내 거래와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미스터 California"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California의 모든 
58개 카운티와 심지어 77개의 모든 지구 및 카운티 페어를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California주 중에서 제가 가보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저는 모든 커뮤니티를 방문할 것입니다. 
저는 하프 문 베이의 농업 및 어업 커뮤니티의 공립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California 주립 
공원에서 이글 스카우트 프로젝트를 마쳤습니다. 가톨릭 집안에서 자란 저는 학사와 석사 과정 
모두 California Jesuit Universities에서 마쳤습니다. California를 너무도 좋아하는 저로서는 
정치인들이 우리의 세금을 낭비하고 위대한 California의 자원을 함부로 쓰는 것에 분노합니다. 
사기 행위를 적발하여 관계 당국에 고발한 이후 저는 비즈니스맨으로서 정치판에 뛰어 
들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지만, 정치가들과 변호사들은 돈을 챙겼습니다. 
California를 위해 사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도로와 
상수도 체계를 다시 재건축하여 향후의 가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수리하고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크라멘토에서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부지사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새크라멘토로 보내주시길 간청합니다! 하루 속히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를 여러분 지역사회와의 대화에 초대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California를 
함께 고쳐 나갑시다! David Fennell를 부지사로 뽑아 주십시오. 주지사. California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Dave Fennell
500 Capitol Mall, Suite 2350
Sacramento, CA 95814

전화: (916) 307-6918
이메일: dave@fennellforcalifornia.com
FennellForCalifornia.com

Tim Ferreira | 자유당

저에게 투표를 하시면 어떻게 해서 더 살기 좋은 California를 만들 수 있게 되는지 아십니까? 
경제: 수입이 없이는 계속해서 지출할 여유가 없습니다. 세입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세금을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환경: 기존의 규제를 집행해야 합니다. 위반자들에게 벌금과 벌칙을 
집행해야 합니다. 교육: 합리적인 학급 규모, 적정한 학급 규모, 교사들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경제, 환경 그리고 교육. 이것은 더 살기 좋은 California를 건설하기 위한 기둥이며 
부지사가 관리해야 할 세 가지 분야입니다. 원칙: 저는 자유당의 원칙을 기반으로 출마합니다. 
동일한 원칙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저에게 (그리고 다른 자유당 후보들에게) 보내주시는 
모든 한 표는 모든 정치인들에게 보내는 명령입니다. 더 이상 정치인들이 무시할 수 없는 원칙에 
입각한 명령인 것입니다.

P.O. Box 92973
Pasadena, CA 91109

tim2018.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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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명서
부지사

Lydia Ortega | 공화당

제 이름은 Lydia Ortega입니다. 저는 차기 부지사에 출마합니다. 저는 부지사에 출마한 다른 
후보들이 가지지 못한 그 직위에 걸맞는 기량과 경험을 보유합니다. 저는 "주지사의 시종"이 
되기위해 새크라멘토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부지사가 
된다면, University of California 위원회, California State University 위원회 및 California주 
공유지 경제 개발 위원회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신하겠습니다. 경제학 박사인 저는 명확한 
법률과 불필요한 규제가 없을 때 시장이 활성화되며, 대기업과 소기업 모두 번창하여 결국 
모두가 잘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로 30년을 보낸 후, 저는 대학교 
캠퍼스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UC와 CSU 위원회는 이러한 
내부자적인 관점을 필요로 합니다. 대학교는 모두에게 적정해야 하고 생산적이어야 합니다. 
납세자는 학생들에게 채무를 지우고 일자리를 위한 준비는 해주지 못하는 대학의 늘어나는 
학비를 계속해서 지불할 수 없습니다. 대학 위원회와 대학에서의 저의 리더십 지위는 제가 공통 
기반을 성공적으로 찾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공무원 
관료들에게 여러분이 주인임을 일깨워 주고, 우리 정부가 유권자이자 납세자인 여러분에게 
책임을 다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공직자로 출마하는 것은 시민의 의무입니다. 저는 부지사로서 
여러분을 위해 봉직하는 데 필요한 무결성, 에너지와 기량 그리고 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 보시려면 다음을 방문해 주십시오: LydiaOrtega.com

이메일: Lydia@LydiaOrtega.com
LydiaOrtega.com

Gayle McLaughlin | 무소속

Bernie Sanders 상원의원의 Our Revolution은 저를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California주 
리치먼드시의 시장(2007–2014)으로서 저는 시의 놀랄만한 개혁을 이끌고, 살인 범죄율을  
75퍼센트 줄였으며, 최저임금을 $15로 인상하고, 임대 관리를 촉진하며, 주택소유주들이 
압류를 피할 수 있도록 돕고, 공립학교와 이민자의 권리를 방어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공해를 
줄이며, Community Choice Energy를 촉진시키고, Chevron이 $1억 1,400만의 추가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지사에 출마하여 새크라멘토에서 기업의 파워와 밀실 
협상을 막음으로써 시민의 첫 번째 의제가 통과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저는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선거운동에서 기업의 기부를 거부했으며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상대 
후보를 4번 이긴 전력이 있습니다. 선거를 위해 저는 기업에게 빚을 지지 않습니다. 오직 
California의 주민들인 여러분에게 빚을 집니다. 기업들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고 사람을 우선 
순위로 내세우면 우리의 가족과 지역사회는 다시 번성할 것입니다. 저는 'Medicare for All’, 
발의안 13의 상업용 재산세의 구멍 막기, 주 전역의 임차료 통제, 진정 적정한 주택을 위한 공용 
프로그램, 수업료가 없는 공립 대학교, 전액 자금지원 공립 교육, 차터 스쿨 확장 종식, 감옥의 
사유화 중지, 진보적인 부유세, 지속가능한 발전, 셰일가스 시추 금지, 경찰의 책임성, 
California 공공은행, 여성의 권리와 이민자의 권리, 노동조합 결성 촉진, 지역 풀뿌리 정치 권력 
조성, 선거운동 재정 개혁 및 선거운동의 대중 자금조달, 기관에서의 모든 차별적 관습 폐지를 
지지합니다. 부지사로서 저는 이러한 이슈를 위해 싸우고 '주민이 최우선'이라는 첫 번째 사안을 
위해 대중의 지지를 조직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P.O. Box 5284
Richmond, CA 94805

전화: (510) 984-6536
이메일: Gayle@GayleforCalifornia.org
www.GayleforCaliforn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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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명서
주 국무장관

• 주의 최고 선거관리 위원으로서, 주 선거를 감시하고 
선거운동과 압력단체의 재무 정보에 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 일부 비즈니스 기록물을 보관하며, 상표를 인증하고, 
공증인을 관리하고, 유담보채권자에게 그들의 재정적 
이해를 보호할 수 있게 합니다.

• California의 역사적으로 귀중한 보물을 습득 및 보호, 
공유함으로써 주의 역사를 보존합니다.

Gail K. Lightfoot | 자유당

저는 상위 두 개 정당이 독식하는 선거를 끝내고 오는 11월 모든 정당에서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유권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일할 것입니다.

849 Mesa Drive
Arroyo Grande, CA 93420

전화: (805) 481-3434
이메일: sosvotelp@aol.com
https://www.facebook.com/SOSLightfoot2018

Alex Padilla | 민주당

저는 지금이 투표권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제 자신 성과를 낸 입증된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 국무장관으로 계속 일하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첫 번째 임기 동안 저는 유권자 등록 
비율을 높이고, 투표소 수를 확대하며, 투표를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 후보 결정 시 California 주민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기 위해 우리의 예비선거를 
조기에 실시하기 위한 법안을 후원했습니다. 저는 자동 유권자 등록과 당일 등록 프로그램은 
물론 자격이 있는 16 ~ 17세의 사전 등록을 실행하여 18세가 되자마자 투표할 준비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노력으로 California는 곧 수 백만의 자격이 있는 유권자가 투표자 
명단에 추가될 것입니다. California 주민은 이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작년 저는 우리 주 투표자 명단을 보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거절하여 
California 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했습니다. 우리는 진전을 이루었지만 중대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 국무장관은 California 주민들을 위해 전달해야 합니다. 공직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바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위원회 의장이자 주 상원의원, 지금은 주 
국무장관으로서 저는 California를 위해 싸워 만들어낸 결과가 저의 헌신적 노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정중히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Alex-Padilla.com을  
방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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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Alex@Alex-Padilla.com
www.Alex-Padi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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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명서
주 국무장관

Erik Rydberg | 녹색당

아메리카 인디언 Bernie Delegate는 민주주의를 방어하고 여러분의 표를 보호합니다!

P.O. Box 725
Eureka, CA 95502

전화: (530) 444-2190
이메일: erikrydberg34@gmail.com
www.erik4sos.org

Raul Rodriguez Jr. | 공화당

사진 미제출
“저는 육군 병사였으며, 이 아름다운 국가를 사랑하고 California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회복할 
것입니다.”

19446 Lynbrook Road
Apple Valley, CA 92308

전화: (760) 684-1025
이메일: www.raulrodriguezjr@jun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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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명서
주 국무장관

C.T. Weber | 평화자유당

여러분의 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느끼십니까? 정부 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이슈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론조사는 대다수가 제 3의 정당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양당 선거법과 민간 자금, 기업 미디어는 이를 막고 우리 다수를 
대변하는 의견은 부인하며 민주주의를 환상으로만 만들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총선 투표지에  
6명의 후보가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은 2명의 후보 만이 있고 종종 두 사람이 같은 당 
후보이기도 합니다. 끔찍합니다! 함께 거대 양당 독식을 없애고 총선에서 더 많은 선택권을 
쟁취합시다. 많은 국가가 각 선거구에서 복수의 의원을 선출하고 득표수에 비례하여 정당과 
무소속 후보를 선출하는 비례 대표제를 사용합니다. 이로써 낭비되는 투표수는 더 적어지고 
불공평한 선거구 개편은 중단되고, 투표율은 더 높아지고 선출된 이들은 더 다양해 집니다. 한 
당에서 절반의 투표수를 획득하면 그 정당은 의석수 전체가 아닌 절반의 의석수를 갖습니다.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가 전체 투표수의 10퍼센트를 획득하면, 그 정당 또는 후보는 의석수를 
전혀 갖지 못하는게 아니라 전체 의석수의 10퍼센트를 갖습니다. 이 방법으로 다수는 보호되고 
소수는 목소리와 대표권을 갖게 됩니다. 거대 양당 독식을 비례 대표제로 바꿉시다. 정치에서 
돈을 몰아냅시다. 돈은 우리의 정치제도를 부패시켰습니다. 기본액수를 모금한 후보들에게 
동등한 공공자금지원을 하는 깨끗한 자금 유형을 만듭시다. 값비싼 유권자 정보 안내의 
성명서를 다시 무료로 만듭시다. 공정하고 개방된 선거를 위한 여러분의 지지를 저에게 보내는 
한 표로 나타내 주십시오.

1403 Los Padres Way
Sacramento, CA 95831

전화: (916) 320-9186
이메일: CTWeberVoters@att.net
peaceandfreedom.org

Michael Feinstein | 녹색당

California는 아름답고 다양한 사람들, 아이디어와 관점이 풍부하게 섞여 있는 곳입니다. 모두가 
우리 민주주의의 테이블에 앉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만 우리는 진정으로 
공정하고 포괄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 산타모니카 시장인 Michael Feinstein에게 보내주시는 
한 표는 다음을 제공하는 민주주의 권리장전에 보내 주시는 한 표입니다: 1. 비례대표제 선거. 
뜻이 비슷한 투표자들은 전체 투표 수에 비례하는 대표를 얻게 됩니다. 기존의 '차악' 제도인 
승자독식 제도 대신에, 비례대표제하에서는 모든 투표자가 그들의 관점을 진정으로 대변하는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지역구에서 다수의 관점을 나타내는 대변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성의 지혜로부터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깨끗한 자금 선거운동 
개혁. 민주주의는 모두가 말을 하고 대변될 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안타깝게도, 대규모 자금은 
부패하고 지장을 주는 영향력을 가집니다. 모든 유권자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받도록 보장하고 공직 출마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중파를 활용하여 유권자에게 
모든 선거 관련 선택사항에 관해 알려주어야 합니다. 후보에게 넓은 풀뿌리 지지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소규모 기부금을 공공 펀드로 매칭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그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3. 선거 공정성. 모든 표를 집계해야 하고 또한 모든 표가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투명성과 정확성, 신뢰성을 공적으로 소유한 개방형 출처 투표 장비와 투표용지, 의미 
있는 감시로 증진시켜야 합니다. 주 국무장관이 현직에 있을 때 후보 또는 투표법안을 공개 지지 
또는 반대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으로써 이해의 충돌을 없앱니다. 선거일을 주 공휴일로 
선언함으로써 더욱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만듭시다. www.feinstein4sos.org

P.O. Box 5605
Santa Monica, CA 90409

전화: (310) 392-8450
이메일: info@feinstein4sos.org
www.feinstein4so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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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순서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페이지의 성명서는 후보자가 제공한 것으로 그 정확성을 검증한 것은 아닙니다. 각 성명서는 자발적으로 제출되었으며 
해당 후보자가 지불한 것입니다. 성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도 투표용지에 등장할 자격이 다른 방법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후보자 성명서
주 국무장관

Mark P. Meuser | 공화당

선거는 중요합니다. 최근 California 선거 공정성 프로젝트는에서 자격 대상 유권자보다 더 많은 
유권자가 등록되어 있음(정확하게 101퍼센트 등록)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만 144퍼센트의 유권자 등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풀려진 유권자 
명부로 불필요한 투표 자료를 보내는 데 납세자의 세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부정행위의 기회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망자, 이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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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k Meuser는 California 토박이로서 헌법과 선거법을 
실행합니다. 저는 부당함을 목격하면, 분연히 일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저는 
장애인들의 권리와 대학생들의 자유로운 발언권을 위해 싸워왔으며, 이겼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표를 부탁하여 California의 부풀려진 유권자 명부를 정리하려 합니다. 테크놀로지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유권자 명부를 정리함으로써 권한이 없는 표가 우리의 목소리를 
희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는 중요합니다.

전화: (209) 763-8737
이메일: contact@markmeuser.com
www.markmeuser.com

Ruben Major | 민주당

저는 직업이 긴급 의료원으로서, 중대한 상황 발생 시 직접 이를 처리하고 우리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최초 대응 인력입니다. 제 아내와 저는 3명의 학생 자녀들을 두고 있으며 함께  
EMT/긴급의료 재인증 교육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학과 군역사학 학위를 보유하고, 
테러방지 교육을 받았으며, FEMA 인증 사고 지휘관입니다. 저는 강력한 기술과 기량을 보유한 
선거 시스템 전문가입니다. 저는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선거 관리자로서, 저는 다른 
후보자들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정치적 이득이 아닌, 사람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우리의 투표 시스템은 견고해야 하며 조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투표 
계수는 공개되고, 투명해야 하며, 100퍼센트 감사가 가능해야 합니다. California 주는 미국 
내에서 최고의 투표 실무를 수행해야하며 저는 이를 현실로 만들 것입니다. 저는 기업 
소유주로서 California 주가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소기업이 접근하기 쉬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www.rubenmajor.com을 참조해 주십시오.

P.O. Box 4070
Oceanside, CA 92052

전화: (949) 482-0502
이메일: campaign@rubenmajor.com
www.rubenmajor.com



 후보자 성명서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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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용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 성명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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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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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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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tty T. Yee | 민주당

폭 넓은 금융 관련 경험, 공정하다는 평판,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감에 대한 약속과 아울러, 
주 관리자인 Betty Yee는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California의 독립 회계 감시인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40억에 가까운 돈이 허용되지 않은 용도와 방만한 지출로 빠져나가는 것을 
자신의 감사 권한을 통해 적발함으로써 우리의 세금을 지켜냈습니다. 그녀의 엄격한 현금 관리 
덕분에 외부 차용 없이도 주정부의 청구서 납부가 가능했습니다. Betty Yee는 부도덕한 기업이 
법을 준수하는 납세자들을 해치는 지하 경제를 엄중하게 단속했습니다. 그녀는 주 조세형평국의 
개혁을 이끌어 개인 및 기업을 위한 납세자 권리를 옹호했습니다. 주의 최대 소비자 보호 
프로그램 중 하나를 관리하면서, Betty Yee는 소유주 불명 재산 프로그램(Unclaimed Property 
Program)하에 매일 수백 달러의 분실 또는 유기된 재산을 적법한 주인에게 반환하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위원회 및 위원단 내의 정책과 관련된 역할에서, Betty Yee
는 환경 옹호자로서 공공 신탁 토지 및 해변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고, 공기 청정도 및 해수면 
상승에 대해 항구들과 협력하며, 천연 자원 및 해양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유지에서 에너지 집약적 작업의 감축을 주장합니다. 그녀는 또한 건전한 경제를 위해 
필수적인, 공공 및 민간 부문 근로자들의 노후 보장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남달리 
경험이 많으며 자격이 충분한 Betty Yee를 California의 교육가들, 법 집행 커뮤니티, 시에라 
클럽, 주 건축건설업이 자랑스럽게 지지합니다. California의 가정들을 위해 계속해서 싸워줄 
Betty Yee를 관리자로 계속 지지해 주십시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bettyyee.com를 
방문하십시오.

16633 Ventura Blvd.,  
Suite 1008
Encino, CA 9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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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nstantinos Roditis | 공화당

관리자의 업무는 열심히 일하는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을 보호, 옹호, 촉진 하는 것이며 
정당 정책과는 무관해야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관리자의 사무실이 침묵을 지켜왔으며, 그 결과 
납세자의 달러가 낭비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관리자로서, 저는 제 목소리를 낼 것이며 여러분의 
이익을 가장 중시할 것을 약속합니다. 저는 California 고속 철도 시스템과 같은 사업을 
감사하여 납세자를 보호하겠습니다. 고삐 풀린 낭비, 사기, 남용은 끝나야 합니다! 저는 회계 
책임을 촉진하는 정책을 옹호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여러분의 돈을 최대한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휘발유세를 폐지합시다. 
휘발유세 기금의 20퍼센트만이 실제로 도로 보수에 사용되고 있고, 41개의 주가 California
보다 더 싸면서도 도로를 더 잘 보수합니다! 세금을 올리지 말고,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최대한 
효율적이고 현명하게 사용합시다. 무모한 지출은 그만둡시다! 저는 새로운 상식적인 계획 및 
Trickle-up 과세 제도와 같은 세금 정책을 촉진하겠습니다. 저의 계획은 의사 결정 권한을 
Sacramento로부터 지역 수준으로 옮김으로써 중앙집권화된 정부의 옥죄기를 깨뜨릴 것입니다.  
Trickle-up 과세 제도, 휘발유세 폐지하기, 저희 캠페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cacontroller.com을 방문하십시오.
751 S. Weir Canyon Rd.,  
Ste. 157-160
Anaheim, CA 92808

전화: (949) 607-8294
이메일: roditis@cacontroller.com
cacontroll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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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명서
관리자

Mary Lou Finley | 평화자유당

부유한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데 수십 억 달러를 낭비하는 대신 주민들의 필요를 위해 
제공하면서 세금을 현명하게 사용합시다. 

5041 Guava Ave., Apt. 110
La Mesa, CA 91942

전화: (619) 713-0103
이메일: celticwomanwicklow@hotmail.com
tinyurl.com/finleyin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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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명서
재무장관

• 주의 은행가로서, 주의 투자를 관리하고 주 채권 
판매와 어음을 관장합니다.

• 대부분 채권 마케팅과 관련된 다수의 위원단에서 
일합니다.

• 관리자와 기타 주 기관이 사용한 주 기금을 
지불합니다.

Jack M. Guerrero | 공화당
Jack Guerrero는 전형적인 아메리칸 스토리와 함께,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경험의 독특한 
조합을 가진 후보자입니다. 시장, 시 의회 의원, 공인 회계사, Stanford와 Harvard 대학 졸업생, 
은행 부사장, 재무 전문가, 지방 자치 단체와 정부 기관의 회계 감사관, Fortune 500 기업(New 
York, San Francisco, Los Angeles, London, Zurich 소재) 고문이라는 Jack 경험은, 재무 경험 
및 납세자와 근로자들을 위해 싸운 공공 서비스 기록 둘 다를 갖춘 후보자로 확실히 서게 
합니다. Jack은 현 상태에 도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향의 시장으로서 Jack은 
California 주 관리자와 협력하여 수 백만 달러가 낭비되거나 불법적으로 소비된 것을 
폭로했습니다. 전직 연금 회계 감사관이자 한때 대학의 통계학 강사였던 Jack은 거의 $5천억에 
달하는 심각한 주 단기 연금 부채가 주의 장기적인 금융 안정성을 위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Jack은 무모한 정치인들이 행한 이러한 부실 경영을 폭로할 것입니다. Jack은 주 
재산을 보호할 것이며 더 낮은 세금, 더 작은 정부, 번창하는 California 경제와 같이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들을 옹호할 것입니다. Jack은, 농장에서 일하다가 공장 노동자로 Los 
Angeles에 정착한 근면한 멕시코 출신 이민자 부모의 아들입니다. Jack은 가난, 범죄 조직, 
노후한 공립학교 등 문제가 많은 동네에서 자랐으며, 이러한 어려운 경험이 Jack의 정치적 
견해와 자선 활동을 형성했습니다. Jack은 다수의 공공 기관 및 비영리 위원회에서 일하며,  
혜택 받지 못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 대학에 보내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www.jack4treasurer.com.

P.O. Box 1334
Cudahy, CA 90201

전화: (323) 821-2670
이메일: jack4treasurer@gmail.com
www.jack4treasurer.com

Greg Conlon | 공화당
California는 신중한 회계 책임을 발휘하여 주의 취약한 금융 상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공화당원이 필요합니다. 수년 간 공무원들에게 부여한 관대한 연금은 미래의 퇴직자들에게 
무책임한 단기 연금 채무와 단기 의료 채무를 초래했습니다. California의 재무장관은 다음 두 
종류의 주 연금제도 위원회 모두에서 일합니다— 공무원퇴직시스템(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 California)과 주립교사퇴직시스템(State Teachers Retirement System, 
California). 저는 제 민간 및 공공 부문의 경험과 평판을 살려 이러한 위원회 내의 제 업무를 "해 
내겠습니다." 공인 회계사(CPA) 및 컨설턴트로서의 민간 부문 경력에서 저는 재무통제를 
개선했으며 Fortune 500 기업에 대한 재무감사를 수행했습니다. California 공공사업위원회
(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회장으로서 저는 California의 공익사업 업계에 
경쟁 관행을 가져오고 또 기타 어떤 주보다 네 배나 많은 재생 에너지 발전을 공공사업이 
설치하도록 노력했습니다. California 교통위원회(California Transportation Commission)에서 
근무할 때 저는 주 내의 대부분의 다리와 고가 도로를 수리하도록 했습니다. 지역적으로 저는 
Atherton 재정위원회의 의장을 맡아 이 지역의 예산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공군 장교 및 
조종사로  
3년간 복무했습니다. 저는 University of San Francisco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Haas School of Business에서 경영자 교육 프로그램 학위를, 그리고 University of Utah에서 
경영회계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저는 San Mateo 카운티 공화당, 주 공화당의  
San Francisco 지역 부회장 및 기타 다수의 공화당 인사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3875 Bohannon Dr.
P.O. Box 2600

전화: (650) 315-4956
이메일: greg@gregconlon.com
www.gregconl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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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명서
재무장관

Kevin Akin | 평화자유당

저는 협동조합 및 신용조합, 시립 공익사업, 공공 도로 및 대중 교통과 같은 사회적 소유의 경제 
단위들을 촉진하고 강화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공영 주 은행은 국민을 위해 거액의 돈을 절약할 
것입니다. 저에게 사회주의란 우리 경제에 대한 민주적인 지배와 사회적 소유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억만장자들의 경제적 및 정치적 힘을 깨뜨려야 합니다.

20212 Harvard Way
Riverside, CA 92507

전화: (951) 787-0318
이메일: kevinakin1950@hotmail.com
kevinakin4california.org

Vivek Viswanathan | 민주당

Vivek Viswanathan은 가장 자격을 잘 갖춘 후보자이며 큰 돈의 영향 없이 출마하는 진정한 
진보주의자입니다. (1) Jerry Brown 주지사실 특별 고문. 일자리 창출, 사회 기반 시설, 의료 및 
기후 변화에 관한 주요 사업을 관리했음. (2) Hillary Clinton의 정책 고문. 공립 대학의 
등록금을 없애고, 전국의 수백만 대출자들의 학자금 대출 빚을 삭감하고, 약탈적 대출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확장하는 민주당의 계획을 개발했음. (3) Stanford 대학에서 MBA 및 법학 학위 
취득. Harvard 대학 최우등 졸업. (4) 차기 재무장관은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기업, PAC, 특별이익단체의 돈을 거부함. www.vivekforca.com/platform에서 California를 위한 
10가지 진보적 아이디어를 보십시오. California의 미래를 위한 싸움에 동참하십시오. Vivek과 
함께 하십시오.

5940 College Avenue, Suite F
Oakland, CA 94618

전화: (650) 918-4885
이메일: vivek@vivekforca.com
www.vivekforca.com



 후보자 성명서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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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용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 성명서
재무장관

Fiona Ma | 민주당

제 이름은 Fiona Ma입니다. 저는 1992년부터 공인회계사(CPA)로 일했습니다. 저는 더욱 큰 
투명성, 견제와 균형 그리고 책임감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 조세형평국에 대한 신뢰 
회복울 위해 대대적인 점검을 이끌었습니다. 저는 대침체 시기에 지역 및 주 단위에서 수지 
균형을 맞추었으며, $6백억의 주 세입 징수를 감독했습니다. 세법과 예산 균형에 경험이 있는 
CPA로서 저는 근무 첫 날부터 주 재무장관으로서 일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었으며, California의  
투자를 완전한 책임감과 투명성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탄탄한 첫 주택구입자 
프로그램을 만들어 모든 California 주민들이 주택을 더욱 쉽게 소유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높은 학자금 대출 빚을 완화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선척적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양질의, 이용가능하며, 저렴한 의료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직접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남편이 소방관이기에 우리의 최초 대응자들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주 재무장관으로서, 저는 저렴한 주택, 사회 기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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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할 것입니다. 저는 U.S. 상원의원 Kamala Harris, California Teachers 
Association, California Professional Firefighters 및 California Small Business Associatio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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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FionaM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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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명서
법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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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정부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사 및 형사 법정 
사건에서 주를 대리하는 법무부를 이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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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ic Early | 공화당
Sacramento는 심각하고 중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아버지이자, 사업가, 변호사이며, 
직업 정치인이 아닙니다. 저는 법률 사무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 중 하나로 
뽑혔습니다). 이번 경합에서 많은 이들을 위해 격주마다 급여를 지불하는 사람은 제가 
유일합니다. 지난 25년동안 저는 고객들을 위해 California 전역과 전국에 있는 법정에서 
싸웠습니다. 그들의 집을 빼앗으려는 사기꾼들에 맞서 그들을 지키고, 법적 분쟁에서 개인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리하였습니다. 제가 고객들을 위해 싸웠듯이 이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싸우고자 합니다. 저는 California 시민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년 간의 
Sacramento 내 일당 정치가 광기에 도달했습니다. 당선된다면 저는 다음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1)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난폭한 흉악범들이 교도소에서 계속 조기 석방되는 것에 맞서 
여러분을 보호 (2) 휘발유세 및 자동차세를 포함한 끝없는 증세 반대 (3) 법 집행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 되기 (4) 홍수처럼 끝없이 밀려오는 불법 이민 방지 (5) California의 근면한 사람들과 
일자리 창출자들 지원하기 저는 전직 Los Angeles 카운티 지방 검사 Steve Cooley, 주 상원 
공화당 대표 Pat Bates, 또 Reagan 전 대통령의 국무장관 George Shultz를 포함한 다수의 유명 
인사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California는 Sacramento에서 새로운 목소리를 낼 인물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목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하며 여러분들의 표를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California를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www.ericearly.com

www.ericearly.com

Dave Jones | 민주당
Dave Jones는 주 전체의 입증된 법 집행 리더로서, 우리의 차기 법무장관으로 일할 지극히 
훌륭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험 국장으로서 Jones는, 부패한 최고경영자 및 공무원을 
포함한 보험 범죄를 조사하는 법 집행 공무원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Jones의 통솔 하에 7,500명  
이상이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Jones는 열렬한 소비자 옹호자입니다. 그는 부당한 보험료율 
인상을 거부하고 보험 회사와 싸우면서 California 소비자를 위해 $31억 이상을 절약했습니다. 
Dave Jones는 의료 접근을 확장하면서 의료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그는 화재로 인해 충격에 
빠진 California 주민들의 청구에 대해 보험사들이 반드시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Jones는 제약 
회사들을 사기죄로 성공적으로 고소했습니다. Jones는 California의 “가장 효과적인 국회 의원
(Most Effective Legislator)”으로 명명되었습니다. 그는 안전망 병원 진료를 위해 수십억을 
확보했고, 노인들을 재정적 학대로부터 보호했으며, 국내 최대의 유아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를 
창설했습니다. United States 법무부에서 Jones는, 국내 최대의 법 집행 기관을 이끌었던 
United States의 법무장관 Janet Reno의 수석 고문으로 일했습니다. Harvard 로스쿨을 졸업한 
후, Jones는 높은 연봉의 기업 로펌에서 일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 대신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무료 법정대리를 제공하는 법률 지원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그는 “California 상위 100명의 
변호사” 중 한 사람으로 그리고 “최고의 소비자 옹호자”로 명명되었습니다. Dave Jones는 
독립적입니다. 그는 보험, 석유, 보석금, 담배 업계로부터의 기부금 수수를 거부합니다. Dave 
Jones는 California Federation of Teachers 및 Consumer Federation of California이 유일하게 
지지하는 후보자입니다. Jones는 또한 전미여성기구(National Organization for Women, 
NOW), California가 유일하게 지지하는 후보자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www.DaveJones2018.com

915 L St. Box C-124
Sacramento, CA 95814

전화: (818) 378-3949
이메일: teamdavejones@gmail.com
www.Davejones2018.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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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명서
법무장관

Xavier Becerra | 민주당

여러분의 법무장관이자 최고 법 집행 공무원으로서, 저는 California 주민들과 우리의 가치를 
위해 싸우고 있고 또 이기고 있습니다. 저는 Trump 행정부, 성매매업자, NRA, 거대 석유회사 및 
대형 은행과 맞붙고 있습니다. 저는 난폭한 길거리 범죄 조직, 오염 유발자,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약탈하는 영리 목적의 대학들을 기소하고 있습니다. 단일 지급인 의료를 평생 옹호해 
온 사람으로서, 저는 의료는 권리라고 믿기 때문에 오바마케어를 변호하고자 법정으로 
갔습니다. 저는 Trump가 우리의 대기 청정도 보호를 파괴하는 것을 중단시키고 또 여성의 
피임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려는 노력을 저지하기 위해 그를 고소했고 또 이겼습니다. 저는 
드리머즈(Dreamers - 어린 아이일 때 미국으로 온 이민자들)를 보호하기 위해 싸웠고 
이겼습니다. 저는 이민자의 아들이자 제 가족 중 처음으로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California 주민들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든 California 주민들이 성공할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스쿨 이후, 저는 정신 질환자들을 대리하는 법률 지원 변호사로 
일했으며, 그 후 현재 제가 이끌고 있는 공직의 법무차관으로 일했습니다. 그러고 저는 의회로 
가서 사회보장과 Medicare 보호를 위한 싸움을 이끌었습니다. 저는 California의 가치를 위해 
평생을 싸워 왔으며, 앞으로도 상대가 거대 석유회사이든, NRA이든, Trump 행정부이든 간에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법무장관이 되고 난 후에 할 일들에 대해 
말하지만, 저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표를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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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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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ven C. Bailey | 공화당

California 상급 법원의 퇴직 판사로서, 저는 시민들의 안전을 범죄자의 안락함 위에 두겠습니다. 
저의 최고 우선 순위는 법치를 회복시키고 보석금 제거 및 보호구역 주라는 가식, 또 우리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에 관대한 "get-out-of jail free card" 정책을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헌법에 따른 법 집행 실패의 영향을 목격했습니다. Three Strikes Law의 저자인 
Mike Reynolds를 비롯한 다수의 법 집행 공무원과 협회들은 공공 안전 및 법치의 편에 서 온 
저의 입증된 기록을 알기 때문에 저를 지지했습니다. 제가 난폭한 범죄자들과 인신 매매업자들을 
맹렬히 기소하고 우리 주에서 매년 증가하는 폭력 범죄를 중단시킬 것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California의 가족들,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을 보호할 것이며, California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우리의 최초 대응자들이 저를 지원해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P.O. Box 7193
South Lake Tahoe, CA 96158

전화: (916) 936-2448
이메일: admin@baileyforag.com
www.baileyfora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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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명서
보험 국장

• California 보험법을 집행하고 법 시행 규칙을 
채택하는 보험국(Department of Insurance)을 
이끕니다.

• 보험 회사를 허가, 규제, 조사합니다.

• 보험 업계에 관한 대중의 문의와 불만에 답합니다.

Steve Poizner | 선호 정당 없음

저는 2007–2011년도까지 California 보험 국장으로 일했으며, 2번째 공직 봉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지를 요청합니다. 저의 배경에 대한 설명: 저는 35년 이상 California에서 
선구적인 기술 관련 회사들을 창업하거나 이끌어(예를 들면, 제 회사인 SnapTrack은 
휴대전화용 GPS를 발명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 입증된 성공 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은 
Southern California에서 혁신 경제 확장에 힘쓰는 비영리 단체의 설립자입니다. 지금 두 번째 
임기를 위해 출마하는 이유 California 주민들은 급박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보험이 
불충분한 주택 소유자들이 증가하는 산불과 홍수에 노출되고, 건강 보험 시장 내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며, 사이버 범죄의 경제적 위협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보험 국장 시절의 저의 실적: 낮은 
보험율로 운전자와 주택 소유자들이 약 $20억을 절약하게 함, 보험 회사로부터 돈을 덜 받은 
산불 피해자들에게 $3천만을 되돌려 줌, 예산의 13퍼센트를 영구 삭감함으로써 납세자들이 
$1천7백만을 절약하게 함(최초이자 정리 해고 없이 달성함!), 보험 사기 건으로 2500명 이상을 
체포함(기록적임!), 건강 보험 회사들이 불법적으로 보험 증권을 취소한 후, 수천 명의 무고한 
소비자들에게 보험을 회복시켜 줌. 제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이유: California 보험 국장은 보험 
회사 및 당파적 정당 정치로부터 철저한 독립이 요구되는 규제 담당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입법부에 압력을 가해 본 공직을 공식적으로 초당적으로 만들 것을 약속 드리며, 제 첫 번째 
임기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의 캠페인에 대한 보험 업계의 기부금을 거절할 것입니다. 제 
공직의 첫 번째 임기에 대해 San Jose Mercury News가 작성한 성적표를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보십시오. www.bit.ly/Poizner

이메일: steve@stevepoizner.com
www.stevepoizner.com

Nathalie Hrizi | 평화자유당

의료는 권리입니다! 건강 보험 회사들을 폐지합시다. 주에서 반드시 모든 의무 보험에 대한 
비영리 제공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Hrizi 2018에 투표하십시오!

2969 Mission St.
San Francisco, CA 94110

전화: (415) 821-6171
이메일: votehrizi@votepsl.org
www.hrizi2018.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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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명서
보험 국장

Asif Mahmood | 민주당

저는 제 평생을 부모님께서 가르쳐주신 "타인을 돕는 것이 최고의 소명이다"라는 하나의 원칙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제가 의사가 된 이유이자 보험 국장에 출마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파키스탄의 시골에서 태어나 자랐고, 의자와 책상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지붕조차 없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선생님의 도움으로 저는 저희 동네에서는 처음으로 의대에 진학할 수 있는 
성적을 얻었고, United States의 이주했습니다. 이제 내과 의사가 된 저는 제 환자들이 보험 
적용 문제, 처방약 문제, 네트워크 내외 관련 문제, 후속 조치 문제, 의료 진료 외 지원 등의 
문제로 힘들어 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저는 보험이 없는 환자에게 한 번도 변제를 요청하지 
않았음을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수 년 간의 경험 때문에, 제가 바로 
California 주민들을 위해 보험 국장으로 일할 적임자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 자리에 당선될 첫 
번째 의사가 될 것입니다. 저의 첫 번째 우선 순위는 건강 보험의 현 상태를 고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보다 이윤을 먼저 챙기는 제약회사들과 맞붙을 것이며 모든 이들을 위한 Medicare를 
지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 회사나 제약회사들의 기부금을 거절합니다— 대형 
제약회사들이 아니라, California 주민들이 제 유권자들이기 때문입니다. California 주 출신의 
무슬림 이민자인 저는 Donald Trump에게 삼중으로 위협이 되는 인물입니다. 저는 전국에서 주 
전역 공직에 당선된 사상 첫 번째 무슬림이 될 것입니다. 분명한 메시지를 보냅시다—이제 
증오에 대해 강경하게 맞설 때입니다.

16633 Ventura Boulevard  
#1008
Encino, CA 91436

전화: (626) 786-4411
이메일: info@asif2018.com
asif2018.com



72 | 조세형평국 지역구

CALIFORNIA 조세형평국 지역구

지역구 1
지역구 2
지역구 3
지역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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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조세형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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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vid Evans | 공화당

납세자 보호에 헌신하는 세금 전문가. 

P.O. Box 2227
California City, CA 93504

전화: (760) 382-8031
이메일: devans@evansbusiness.com
www.evansforBOE2018.com

• 주류세를 포함한 세금 및 수수료 프로그램의 행정을 
감독합니다.

• 재산세 행정을 감독합니다.

Ted Gaines | 공화당

여러분들의 조세형평국 대표로서, 저는 모든 납세자의 이해를 보호하고, 우리 경제를 튼튼히 
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나쁜 판단력과 잘못된 우선 순위를 가진 Sacramento 
정치인들 때문에 수 많은 근면 성실한 가족들에게 California 드림이 값비싼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San Francisco-L.A.행 고속 철도와 같은 말도 안되는 사업의 초과비용에 수십억 
달러가 낭비된 것을 보면 Sacramento에 있는 그 누구도 납세자들을 보살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발의안 13을 열렬히 옹호하기 때문에 Howard Jarvis 납세자 연합으로부터 
평생 "A" 등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감시인이 되어 중산층 가족들의 경제 사정에 
타격을 주는 터무니없는 신규 휘발유 및 자동차세 폐지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소규모 가족 
기업의 소유주라는 저의 배경 때문에 저는 고압적인 정부 규제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납세자 옹호자인 저는 여러분들의 납세액를 낮추고, 규정을 간소화하며 일자리 
창출의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해 일하고 있으며, 조세형평국에서도 이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정부의 낭비를 없애고 예산을 삭감하며, 수수료로 위장된 증세를 중단시키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저는 5세대 California 주민이며, 남편이자 아버지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과 여러분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살고 일하며 가족을 양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표를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납세자 여러분들을 위해 싸울 것을 맹세합니다. 
www.tedgaines.com을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사항과, 과거 조세형평국의 납세자 옹호자들이 왜 
저를 지지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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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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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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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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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명서
조세형평국

지역구 1

Connie Conway | 공화당

저는 소기업 소유주로서 제 능력으로 세금을 낮게 유지했으며, 사기에 맞서고 정부의 낭비를 
줄였습니다. 카운티 감독관으로서, 저는 법 집행을 위한 기금을 늘리는 한편 증세 없이 예산의 
수지를 맞추었습니다. 저는 재정적 보수주의자로서 수십억의 세금 인상을 좌절시키는 일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복지 개혁을 위한 저의 성공적인 노력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십억 달러를 절약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의 지문 감식과 신원 조회를 요구하는 신규 사기 예방 프로그램의 실시를 도움으로써 
저는 천만 달러의 세금을 절약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주 정부 재정이 적자인 경우에는 정치인의 
급여 인상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을 지지하여, 저는 공공 안전과 같은 필수 서비스가 탐욕스러운 
정치인들에 의해 축소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가족들이 국내에서 가장 비싼 휘발유 
값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520억의 자동차세를 폐지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제 가치관과 
기록으로 저는 California 납세자 연합(California Taxpayers Association), Howard Jarvis 
납세자 연합(Howard Jarvis Taxpayers Association), 전국자영업연합(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에서 100퍼센트 등급을 받았습니다. 조세형평국에서 저는 납세자의 
옹호자로 일할 것이며, 더 높은 세금을 반대하고, 발의안 13의 희석이나 폐지를 원하는 
자들로부터 그것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는 사기를 예방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부패한 
공무원들을 기소하는 활동을 지지하며, 정부의 낭비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곳을 방문해 주십시오. www.connie4boe.com

P.O. Box 8134
Visalia, CA 93290

전화: (559) 308-0845
이메일: cconway157@sbcglobal.net
www.connie4boe.com

Tom Hallinan | 민주당

사진 미제출
California의 “거물” 중 아무도 Atwater, Ceres, Crows Landing, Grayson, Groveland, 
Jamestown, Livingston, Newman, Patterson, Twain Harte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 . .  
왜냐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람들을 압니다. 저는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지역사회를 그들의 시 및 특별 지방 
검사로서 대표합니다. 이 일은 Central Valley Community College 이사로서의 저의 지난 20년과 
다르지 않습니다 . . . 미국을 먹여 살리지만 무시당하고 잊혀진 Valley 가족들을 저는 언제나 
대표해왔습니다. 제가 California 법개정위원단(California Law Revision Commission)의 
의장으로 선출되었을 때, LA와 Bay Area의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이 시골뜨기가 과연 
누구이고 어떻게 책임직을 맡게 되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머리를 긁적이며 애쓰는 것을 보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그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5세대 Valley 출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상식, 
근면함 같은 우리의 가치관에 기초를 두고 . . . 또 자신이 하겠다고 한 것은 언제나 실천합니다. 
저는 제 상대들과 같이 번지르르한 주 국회 의원은 아닙니다. 저는 교묘한 말이나 방식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알고 법을 알며, 또한 무엇이 공정한 지는 압니다. 
조세형평국는 너무 오랫동안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저는 외양간을 청소하고 땅을 갈며 
무임승차자들을 제거하고, 운영 전반을 우리와 우리의 가치에 보다 가깝게 만들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California는 우리의 가치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돈 한 
푼도 아껴 쓰고 바가지 쓰는 것을 매우 싫어하며,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멍청하지 않습니다. 
조세형평국에서 저는 우리 모두를 평등하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 BOX 2145
CERES, CA 9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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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구 2

Cathleen Galgiani | 민주당

제가 주 상원의원으로서 성취한 일들이 제가 조세형평국에 "평등"을 가져오겠다는 약속을 
입증하리라 희망합니다. 여성에 대한 평등한 임금, California를 이민자를 위한 보호구역 주로 
조성, 170,000명의 이민자 아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결혼 평등에 대한 우리의 권리 쟁취, 
최소 임금을 $15로 인상, 환경정의기금을 소외되고 오염된 지역사회에 전달, 약 값 책정의 
투명성 쟁취 등이 제가 자부심을 느끼는 업적들입니다. 현재, 저는 Trump 행정부가 연안 석유 
채굴을 우리의 해안으로 확장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사는 투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패스트푸드점 근로자로 일하면서 번 돈으로 학교를 다녔고, 나중에는 
지역 병원의 보조 물리치료사가 되어 사람들이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와 사촌이 납치된 후, 저는 그 대량 살인범이 반드시 교도소에 수감되도록 하기 위해 
수 년을 보냈습니다. 조세형평국의 업무는 납세자들을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공동입법감사위원회(Joint Legislative Audit Committee)의 구성원으로서 저는 정부 
관료주의와 수상한 정부 계약에 대한 감사를 밀어붙였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를 통해 수억 달러가 낭비되고 남용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 . . 그런 다음 우리는 그 
돈을 학교에, 노인을 보살피는 데, California 지역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하는 데 더 잘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의 국회의원(Legislator of the Year)”으로 명명된 적이 있으며, 
여성과 제 LGBT 커뮤니티 및 저의 "노동자에 대한 약속"에 대한 폭넓은 옹호자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조세형평국에 투표하실 때 저를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 Box 279155
Sacramento, CA 95827

http://www.galgiani4boe.com/

Malia Cohen | 민주당

제 이름은 Malia Cohen이며 저는 대중의 이익을 특수한 이익보다 더 우선시하기 위해 
출마합니다. 주 조세형평국는 그 책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규모의 개혁을 겪었습니다.  
이 개혁은 California의 세금이 공정하게 징수되고 분배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BOE는, 올바른 것을 지지하고 입증된 실적이 있는 강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출마하는 이유입니다. San Francisco 감독관으로서, 저는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우리 정부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발언권을 갖도록 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저는 결과를 끌어내는 데 필요한 재정 관련 경험이 있으며, 만일 당선된다면 투명성과 개선된 
정부 관행을 당당히 옹호하겠습니다. 제 캠페인은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하는데, 그것은 바로 
투명성, 책임, 공정성입니다. 우리 주는 역사적으로 소외되고 뒤처진 지역사회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제 경력 전반에 걸쳐 저는 저렴한 주택, 공평한 마리화나 및 공공 
보건을 옹호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대형 담배 회사들이 청소년, 유색 인종 지역사회  
및 LGBTQ 개인들을 대상으로 불균형적으로 광고했기 때문에, 맛이 첨가된 담배 상품을  
San Francisco에서 금지하는 입법을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는 자랑스럽게도  
미국 상원의원 Kamala Harris, 미국 여성 국회의원 Jackie Speier, California 교사연맹(California 
Federation of Teachers), Equality California, 현직 위원회 구성원 Fiona Ma, 주 관리자 Betty 
Yee로부터 지지받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역사적인 순간에는 강한 지도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California 주민들이 직면한 시급한 문제들을 떠맡고, 일하는 가족들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www.electmalia.com에서 더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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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415) 819-4938
이메일: lia@electmalia.org
electmal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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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 Burns | 공화당

사진 미제출
California 납세자는 United States 내에서 최고로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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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하원의원들과 입법자들에 의한 지출 증가 및 과도한 약속에 대한 자금 제공 이외의 유의미한 
목적 없이 세금을 더 인상하려는 노력을 우리는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조세형평국에서 
책임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저는 거의 10년간 제 지역사회 내의 K–8 및 
9–12 교육구의 시민감독위원회(Citizen’s Oversight Committees)의 의장을 맡았습니다. 저는 
Silicon Valley 공인중개사협회(Silicon Valley Association of Realtors, SilVAR), Cupertino 
상공 회의소(Cupertino Chamber of Commerce), SilVAR의 계약출판국, SilVAR 입법조치의회
(Legislative Action Council for SilVAR)를 포함한 4500명 이상의 회원이 속한 동업 조합의 
의장 및/또는 회장을 역임했으며,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발의안 90(과세 기준의 카운티 간 
이전)을 유지하도록 우리 카운티 감독관들에게 성공적으로 논증했습니다(두 차례). 여러분의 
표는 제가 주 전역에 걸쳐 California 납세자의 권리를 위해 싸우도록 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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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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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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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ryl C. Turner | 민주당

사진 미제출
조세형평국는 규정을 해석하고 재산세를 균등화하며 구체적인 세금 분쟁을 해결합니다.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에서 법학 학위를 취득한 소비자 납세자 변호사인 
Cheryl Turner는 납세자 여러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했습니다. 그녀는 United States
지방법원 판사인 Honorable James ldeman의 외래 법원 서기였으며, 그곳에서 그녀는 지금의 
준사법적 역할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사람들이 역경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전문적 법률 경력을 쌓았으며, 소기업들이 성장하여 일자리와 모두를 위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그녀는 California가 수백만 달러의 납세자 기금을 되찾도록 
도왔습니다. 그녀는 California 주 법정변호사 과세 부문 회원으로서 고객에게 세금 및 규정 
준수 사항에 관해 자문하면서 20년간 쌓은 법률, 부동산, 사업, 세금, 소비자 권리 법 경험을 
활용할 것입니다. 그녀는 분쟁 해결 중재자였고, Jerry Brown 주지사가 임명한 주 위원이자  
Eric Garcetti 시장이 임명한 시 위원으로서 정부 기관 감독으로서의 경험이 있으며, 
조세형평국의 구성원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그녀는 California가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가족들을 지원하고, 기업이 번창하도록 돕는 세금 정책을 계속해서 옹호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 조세형평국 구성원으로서 그녀의 목표는 투명성, 책임성, 모두에  
대한 공정성에 기반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금 제도를 보장하고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여러분의 권리와 혜택에 대해 알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표를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445 S. Figueroa Street,  
Suite 3100
Los Angeles, CA 90071

전화: (213) 612-7757
이메일: TurnerforBoe@gmail.com
www.CherylTurner.net

Scott Svonkin | 민주당

공립학교 교사의 아들이자 버스 운전사의 손자인 Scott Svonkin은 우리의 학교들에게 자금을 
제공할 세입 징수를 보장하기 위해 California 주 조세형평국에 출마합니다. 그는 대기업들이 
그들의 정당한 몫을 지불하고 세금 납부를 피하지 않도록 확실히 할 것입니다. Svonkin은  
Los Angeles 시장 Eric Garcetti, California 주 관리자 Betty Yee, California 법무장관  
Xavier Becerra, LA 카운티 감독관 Janice Hahn, Hilda Solis, Sheila Kuehl을 포함한  
거대한 연합의 지지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위원회에서 부정부패 및 위법 행위에 맞서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Svonkin은 Los Angeles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Los Angeles Community 
College District, LACCD) 이사회의 구성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좋은 직업을 찾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돕고 있습니다. LACCD 이사회에서 Svonkin은 
납세자의 돈을 보호하고 학교에 대한 자금 제공을 돕는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Svonkin은 민간 
부문에서 일을 했고 공공 부문에서는 수십억 달러 예산의 수지를 맞추는 일을 했기에, BOE에서 
요구되는 재정 관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Svonkin은 또한 College Promise를 실행하는 
리더였으며, 이는 주 전역에 걸쳐 채택되면서 학생들이 커뮤니티 칼리지의 첫 학년도를 무료로 
다닐 수 있게 했습니다. BOE(조세형평국)에서 Svonkin은 소기업들을 지원하는 교육에 
투자하여 그들의 경쟁력을 키우려 애쓸 것입니다. Los Angeles 보안관 부서의 전직 고문인 
Svonkin은 BOE가 법 집행 당국과 협력하여 지하 경제를 추격하고 금융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을 반드시 기소하기 위해 일할 것입니다. 

1812 W. Burbank Blvd., #418
Burbank, CA 91506

전화: (818) 658-9700
이메일: scott@svonkin.com
www.svonk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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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명서
조세형평국

Micheál “Me-Haul” O’Leary | 선호 정당 없음

저는 아일랜드 출신 이민자이며, 자랑스러운 미국 시민입니다. 지역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기로 
선택하면서, 저는 영광스럽게도 Culver City의 시장으로 두 번의 임기를 마쳤으며, 불경기 내내 
어려운 선택을 하면서 저의 임기 말(2016)에는 Culver City가 마침내 지불 능력이 있고 
사람들이 찾는 도시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또한 LA와 Ventura 카운티에서 성공적인 
소기업들을 소유했지만, 제 자신을 이 공직과 California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헌신하고자 모두 
매각하였습니다. 저는 기업 소유주들이 씨름하고 있는 광범위한 문제들을 알고 있으며, 주에서 
이에 대해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정부에서, 
특히 이 공직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과 효율성,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기 원합니다. 독립된 
목소리이면서 투표 용지에 이름을 올린 후보자들 중 가장 자격을 잘 갖춘 후보자에 
투표하십시오. 너무 오랫동안 정당들은 정치권에 돈을 묶어두고 그 돈의 수혜자를 자신들이 
직접 고르는 일을 해 왔습니다. 정당의 지지와 선거 자금 조달에 대해 의심해 보십시오. 
#DoYourHomework 및 #VoteResponsibly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www.oleary4boe.com 
@oleary4boe

3685 Motor Ave., #115
Los Angeles, CA 90034

전화: (424) 326-9030
이메일: info@oleary4boe.com
www.oleary4boe.com

Tony Vazquez | 민주당

Tony Vazquez는 주 조세형평국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성실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Santa Monica
의 시장이자 시 의회의원으로서, Tony Vazquez는 저렴한 주택, 깨끗한 환경, 건강한 경제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옹호자입니다. 그는 소기업 및 주민들과 협력하여 Third Street Promenade를 
재활성화시켰고 Metro Expo Line의 완성을 감독했습니다. Vazquez는 전직 교사이자 교사 연수 
강사이며,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졸업생입니다. United Way의 커뮤니티 플래너로서, 
Tony Vazquez는 San Fernando Valley 전체에 걸친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기금 마련을 
조정했습니다. 그는 Van Nuys에 있는 이전 GM 공장을 재활성화시키면서 North East Valley에 
좋은 일자리들을 가져오는데 일조했습니다. Vazquez는 또한 지역 및 주에서 똑똑한 성장정책을 
촉진하는 California Futures Network의 Southern California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Vazquez는 
독립시협회(Independent Cities Association, ICA)의 부회장이자 전직 회계 담당자이며, Santa 
Monica 시 감사위원회의 부회장입니다. 조세형평국의 구성원이 되면, Tony Vazquez는 우리 지역 
경제에 대단히 많이 기여하고 있으나 흔히 도외시 되고 있는 이민자 및 소수집단 소유의 기업들을 
포함한 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할 것입니다. Vazquez는 특수 이익 집단의 탈세 구멍을 
확실하게 닫아버리고,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 일할 것입니다. 
Tony Vazquez와 그의 아내 Maria는 지역 공립 학교를 졸업한 두 명의 성인 자녀들의 자랑스러운 
부모입니다. Tony Vazquez는 여러분의 지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www.tonyvazquez.org

2530 Pico Blvd.
Santa Monica, CA 90405

전화: (310) 664-8949
이메일: VazquezForBOE@TonyVazquez.org
TonyVazquez.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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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명서
조세형평국

David Dodson | 민주당

조세형평국은는 카운티 사정인과 재산세 시스템을 감독합니다. 저는 25년간 조세형평국과 함께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면서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바로 올해, 입법부는 조세형평국과의 책무를 
오직 재산세 행정으로만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산세 행정은 제 인생의 업무입니다. 
조세형평국은 임기가 끝난 직업 정치인들의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공정하고 정중하게 대우받도록 보장할 경험과 전문 지식을 보유한 대표자를 
위원회에 둘 자격이 있습니다. 경험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표를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 Box 991
Dana Point, CA 92629

전화: (949) 484-6435
이메일: davidbdodson@gmail.com
DavidDodsonforBOE.com

John F. Kelly | 공화당

친애하는 유권자 여러분, BOE(조세형평국)는 현재 그곳을 장악하고 있는 재활용된 직업 
정치인들의 부실 경영 때문에 완전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조세 행정이 이 
준 사법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제 한 기업인이 이 위원회의 "인간적인 얼굴"을 
바로 잡을 시간이 왔습니다. 오직 한 후보자만이 벽돌과 모르타르 소매상으로 일하며 35년간 
납세 의무를 진 경험이 있는데, 그가 바로 John F. Kelly입니다. 발의안 13은 California 
소매업자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정직하고, 근면하고, 충실할 것이라는 
저의 굳은 약속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진심을 담아, 정직한 John.

325 South “C” Street
Tustin, CA 92780

전화: (714) 510-6993
이메일: JohnnyKelly@gmail.com
www.JFK4BO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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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명서
조세형평국

Ken Lopez-Maddox | 민주당

저는 기업 이익 집단에 맞서겠습니다. 환경을 대량으로 오염시키는 자들을 위한 특별 거래는 
없습니다. 친여성, 친노동자, 반Trump.

43 Fulmar Lane
Aliso Viejo, CA 92656

전화: (714) 906-1797
이메일: LopezM4BOE@gmail.com

Joel Anderson | 공화당

사진 미제출
California의 세금은 터무니없이 높아 좋은 보수의 일자리들이 우리 주를 떠나게 만듭니다. 저는 
우리의 발의안 13 권리 보호를 위해 싸우고 일하는 가족들과 함께 증세 반대에 동참하고자 
조세형평국에 출마합니다. 우리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휘발유세 인상 
반대를 이끌었는데, 이는 특정 이익 집단에 대한 자금 제공을 반대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해야 하는 올바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Howard Jarvis 납세자 연합은 California 주민들을 
보호하려는 저의 끈질긴 노력 때문에 저를 지지했으며, 그 회장은 저를 “납세자들을 위한 록스타”
라고 불렀습니다. 상원의원으로서 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가 성장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래서 California 납세자 연합(California Taxpayers Association), 전국자영업연합(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California 상공 회의소(California Chamber of 
Commerce)가 저에게 최고 등급의 영예를 주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부양과 취업 기회 창출을 
위해 노력한 저의 지도력에 대해 California 중소기업 연합(California Small Business 
Association)과 California 중소기업 원탁회의(California Small Business Roundtable)가 저를  
“올해의 California 주 상원 의원(California State Senate Legislator of the Year)” 으로 명명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의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은 참전 용사 혜택을 보호하고 
그들을 부당한 세금으로부터 지켜준 것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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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있는 
"올해의 국회의원(Legislator of the Year)" 상을 7번이나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30년간 제 아내의 남편으로, 우리 세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의 지지를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Taxpayersforanderson.com
8881 Hunter Pass
Alpine, CA 91901

전화: (619) 204-2200
이메일: ande434@co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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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명서
조세형평국

Mike Schaefer | 민주당

Mike Schaefer 소개: 최고의 교육, 풍부한 경험. UC Berkeley, Notre Dame, USC, San Diego 
State, Georgetown에서 공부함. 시, 카운티, 주, 연방정부의 법률 공무원이며, 검사, 의회의원을 
거쳐 SEC 및 California 증권 조사관, 공공보건 위원회 구성원이 됨. 조세형평국 앞에서 부동산 
과평가에 성공적으로 도전함. 경찰관 협회(Police Officers Association), 카운티 보안관(County 
Sheriffs)으로부터 이전 선거에서 지지 받음. 우리 세금의 부당한 인상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는 Howard Jarvis 납세자 연합을 지지함. San Diego 출신이자, 경쟁력 있는 
대기업가로서, 정부가 모든 수준에서 주택 소유주와 중소기업인들을 존중하도록 늘 경계해야 
함을 알고 있음. 시민 단체에서 활발히 강연함. 적극적인 카톨릭 지도자. Coachella 음악제 
경영인의 성공적인 아들로서 비틀즈(Beatle)와 롤링스톤즈(Rolling Stones)를 만남. 지도자  
Dr. Suess에서 Dr. Salk까지, Brown & Brown 주지사들로부터 Reagan까지, 연주자  
Bob Hope부터 권투 아이콘 Archie Moore, LL Cool J, 급우 Frank Zappa, Debbie Reynolds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사들과 함께 일함. 선거법의 공정성으로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모든 California 투표 용지 상 후보자 성명의 무작위 비알파벳 나열을 책임지고 있으며, 공평한 
경쟁의 장을 요구함. Mike Schaefer를 다음에서 방문하십시오. Equalization4.org

4494 Mentone St., #12
San Diego, CA 92107

전화: (213) 479-6006
이메일: oz.blueman@yahoo.com
equalization4.org

지역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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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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한 정책들을 
실행합니다.

• 주 고등교육 시스템의 간부회의 직무상 구성원으로 
일합니다.

Marshall Tuck
저는 공립 학교 부모이자 교사의 아들로서, 공공 교육의 힘을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을 제공하려면 California의 공립 학교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한 진정한 결과를 가져다 준 공립 학교 시스템을 이끈 유일한 주 교육감 
후보입니다. 교사 및 학부모와 협력하여, 저희는 교실에 더 많은 기금을 제공했고, 관료주의를 
축소했으며, 더 많은 학생들이 대학 진학과 직업을 위해 준비되도록 했습니다. 저는 10개의 
신규 공립 고등학교의 설립을 도왔는데, 그 중 8개가 U.S. News & World Report의 평가에서 
미국 내 고등학교 랭킹에서 상위에 들었습니다. 제가 Los Angeles에서 어려움을 겪는 공립 
학교들의 변화를 위한 활동들을 이끌 때, 저희는 졸업율을 60퍼센트 이상 증가시켰으며, 
California 내 모든 대규모 학교 시스템 중 가장 큰 학업 발전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저희 “부모 
대학(Parent College)”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만든 주 전체 모델이 
되었습니다. 주 교육감으로서 저는 Sacramento와 Washington, DC의 정치인들에 맞서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우선 순위는 (1) 지역 교실에 더 많은 기금을 
제공하고 관료주의와 낭비를 줄일 것 (2) 교사와 학부모가 더 많은 교육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줄 것 (3) 직업 훈련과 대입 준비를 확장하여 모든 학생들이 21세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것입니다. 저의 전체 계획은 MarshallTuck.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California의 모든 아이들에게 그들이 누려야 마땅한 교육을 제공합시다. 

20 Galli Drive, Suite A
Novato, CA 9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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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ny K. Thurmond
제가 주 교육감으로 출마하는 이유는, 저는 아동 및 가족들을 평생 옹호해 왔으며, 우리의 공립 
학교를 회복시키는 것이 California의 미래에 있어 핵심적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교육이 제 
인생을 구했으며, 미천한 제 출발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저의 어머니께서는 가르치는 
일을 위해 Panama에서 San Jose로 이민 오셨고, 혼자서 네 명의 아이를 키우시다가 결국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촌 분 덕에 자랐고 그 분은 제가 
훌륭한 교육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공립 학교 교육을 통해 저는 대학 진학을 준비했고, 
대학에서는 학생회 회장이 되었으며, 사회복지사로 20년의 경력을 쌓고 12년간 학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마침내 저는 West Contra Costa 통합 교육구 위원회, Richmond 시 의회, 
그리고 이제는 California 주 의회에서 일하도록 고무되었습니다. 교육감으로서 저의 우선 
순위는, California의 모든 아이들이 훌륭한 공립 학교 교육을 제공받을 기회를 갖게 하고,  
21세기 경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에 주안점을 
두고 직업 교육과 대입 준비를 개선할 것이며, 시험에 대비하는 가르침이 아닌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가르침을 장려하겠습니다. 대학 교육의 비용을 저렴하게 만들고, 교도소에 
들이는 수백만 달러의 돈을 조기 교육 및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옮겨음으로써 학교 기금을 
늘리겠습니다. Trump 대통령과 Betsy DeVos의 공립 학교 기금 철회 의제에 대항해 교육 비상 
기금을 창설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상원의원 Kamala Harris, 현 교육감 Tom Torlakson, 
California 교사연맹(the CaliforniaFederation of Teachers), California 교사연합(the 
California Teachers Association), California 이중언어교육자연합 (the California Association 
of Bilingual Educators)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6월 5일에 제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P.O. Box 2145
Richmond, CA 94802

전화: (510) 859-3241
이메일: tony@tonythurmond.com
www.tonythurmo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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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명서
공립 학교 교육감(초당파적 공직)

Lily (Espinoza) Ploski
Lily (Espinoza) Ploski는 California에서 태어나서 Fullerton 시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Not getting stuck: Success stories of being Latina and transferring from a California 
community college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Ploski는 New York 시에 소재한 Columbia 
University의 사범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마쳤으며, California State University, Fullerton의 
교육대학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마쳤습니다.

801 Southampton Road #148
Benicia, CA 94510

이메일: lilyeploski@yahoo.com
www.lilyeplosk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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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티 선거 사무소
Alameda 카운티
(510) 272-6933
www.acgov.org/rov/index.htm

Alpine 카운티
(530) 694-2281
www.alpinecountyca.gov

Amador 카운티
(209) 223-6465
http://www.co.amador.ca.us/government/
recorder-clerk

Butte 카운티
(530) 538-7761 또는 (800) 894-7761  
(Butte 카운티 내)
http://buttevotes.net

Calaveras 카운티
(209) 754-6376 또는 (209) 754-6375
www.calaverasgov.us

Colusa 카운티
(530) 458-0500 또는 (877) 458-0501
www.countyofcolusa.org/elections

Contra Costa 카운티
(925) 335-7800
www.contracostacore.us

Del Norte 카운티
(707) 465-0383 또는 (707) 464-7216
www.co.del-norte.ca.us

El Dorado 카운티
(530) 621-7480 또는 (800) 730-4322
www.edcgov.us/Elections

Fresno 카운티
(559) 600-8683
www.fresnovote.com

Glenn 카운티
(530) 934-6414
www.countyofglenn.net/dept/elections/
welcome

Humboldt 카운티
(707) 445-7481
www.humboldtgov.org/elections

Imperial 카운티
(442) 265-1060 또는 (442) 265-1074
www.co.imperial.ca.us

Inyo 카운티
(760) 878-0224
http://elections.inyocounty.us/

Kern 카운티
(661) 868-3590
www.kernvote.com

Kings 카운티
(559) 852-2439
www.countyofkings.com

Lake 카운티
(707) 263-2372
www.co.lake.ca.us/Government/Directory/
ROV.htm

Lassen 카운티
(530) 251-8217
www.lassencounty.org/dept/registrar-voters-
elections

Los Angeles 카운티
(800) 815-2666 (LA 카운티 전용) 또는 
(562) 466-1310
www.lavote.net

San Luis Obispo 카운티
(805) 781-5228 또는 (805) 781-5080
www.slovote.com

San Mateo 카운티
(650) 312-5222
www.smcare.org

Santa Barbara 카운티
(805) 568-2200
www.sbcvote.com

Santa Clara 카운티
(408) 299-8683 또는 (866) 430-8683
www.sccvote.org

Santa Cruz 카운티
(831) 454-2060
www.votescount.com

Shasta 카운티
(530) 225-5730 또는 (888) 560-8683
www.elections.co.shasta.ca.us

Sierra 카운티
(530) 289-3295
www.sierracounty.ca.gov

Siskiyou 카운티
(530) 842-8084 또는 (888) 854-2000  
내선 번호 8084
www.sisqvotes.org

Solano 카운티
(707) 784-6675
www.solanocounty.com/elections

Sonoma 카운티
(707) 565-6800
vote.sonoma-county.org

Stanislaus 카운티
(209) 525-5211
http://www.stanvote.com

Sutter 카운티
(530) 822-7122
www.suttercounty.org/elections

Tehama 카운티
(530) 527-8190
www.co.tehama.ca.us

Trinity 카운티
(530) 623-1220
www.trinitycounty.org/index.aspx?page=58

Tulare 카운티
(559) 624-7300
http://www.tularecoelections.org/elections/

Tuolumne 카운티
(209) 533-5570
www.co.tuolumne.ca.us/elections

Ventura 카운티
(805) 654-2664
www.venturavote.org

Yolo 카운티
(530) 666-8133
yoloelections.org

Yuba 카운티
(530) 749-7855
www.yubaelections.org

Madera 카운티
(559) 675-7782 또는 (800) 435-0509
www.votemadera.com

Marin 카운티
(415) 473-6456
marinvotes.org

Mariposa 카운티
(209) 966-2007
www.mariposacounty.org

Mendocino 카운티
(707) 234-6819
www.mendocinocounty.org/government/
assessor-county-clerk-recorder-elections/
elections

Merced 카운티
(209) 385-7541 또는 (800) 561-0619
www.mercedelections.org

Modoc 카운티
(530) 233-6205
www.co.modoc.ca.us/departments/elections

Mono 카운티
(760) 932-5537 또는 (760) 932-5530
monocounty.ca.gov/elections

Monterey 카운티
(831) 796-1499 또는 (866) 887-9274
www.montereycountyelections.us/

Napa 카운티
(707) 253-4321
www.countyofnapa.org

Nevada 카운티
(530) 265-1298
http://www.mynevadacounty.com/1847/
Elections-Voting

Orange 카운티
(714) 567-7600
www.ocvote.com

Placer 카운티
(530) 886-5650
www.placerelections.com

Plumas 카운티
(530) 283-6256 또는 (844) 676-VOTE
www.countyofplumas.com

Riverside 카운티
(951) 486-7200
www.voteinfo.net

Sacramento 카운티
(916) 875-6451
www.elections.saccounty.net

San Benito 카운티
(831) 636-4016
sbcvote.us

San Bernardino 카운티
(909) 387-8300
www.sbcountyelections.com

San Diego 카운티
(858) 565-5800 또는 (800) 696-0136
www.sdvote.com/

San Francisco 카운티
(415) 554-4375
sfelections.org

San Joaquin 카운티
(209) 468-2890 또는 (209) 468-2885
www.sjcrov.org

http://www.co.mendocino.ca.us/a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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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법안의 내용은 본 안내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을 http://voterguide.sos.ca.gov/  
에서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인쇄본으로 받기 원하시면,

vigfeedback@sos.ca.gov로 주 국무 장관 앞으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국무 장관의 유권자 무료 핫라인 (866) 575-1558으로  
전화하십시오.

통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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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식 기관에 의해 정확성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정당 목적 진술서

자유당원들은 무엇보다도 자유를 옹호합니다.
우리는 가장 평화적이고, 가장 번영하며, 가장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관용적이며 진보적인 사회란 자신의 문제를 정부의 
힘 없이 해결하는 사회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접근 불가능한 
의료, 불충분한 사회적 정의, 경제적 불안정성, 인종적 격차와 
같은 사회적 문제들이, 국민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을 키우려는 공무원들에 의해 초래되고 지속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자유를 믿습니다. 지난 46년간, 
자유당은 마리화나 합법화, 동성 결혼, 총기 소지권, 학교 
선택, 대중교통 경쟁, 최소 의무 형량 철폐, 재산 몰수법 폐지, 
토지수용권 폐지와 같이 한때 급진적인 이슈들을 제기했던 

방편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대외 전쟁에 반대하며, 우리의 
군대가 해외에서 조국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강탈하고 정직한 기업을 파괴하며 
교육, 경찰, 법원 및 선거를 부패시키는 부정 이득을 끝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미국인들이 낭비와 부정부패로 가득 찬 
실패한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죽을 정도로 무거운 세금을 
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을 일으킨 바로 그 
장본인들에게 돈과 권력을 주기를 중단하기 원합니다.
이제 대변화의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표를 버리는 
것에 이제 진절머리가 나셨다면, "자유당에 투표하라(Vote 
Libertarian)'는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  자유당  ★

California 녹색당(Green Party of California)
P.O. Box 485
San Francisco, CA 9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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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이 녹색당에 투표하는 이유는 녹색당은 불평등에서부터 
기후 변화에까지 이르는 우리의 최대 난제들에 대해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옹호하기 때문입니다. 녹색당은 기업의 기부금를 
거부하기 때문에 녹색당의 행동은 그 가치관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California에서는 70명 이상의 녹색당원들이 선출된 
공직을 맡고 있습니다.
녹색당에 투표한다는 것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경제의 공정성
•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준의 임금, 친환경 일자리, 

보편적 의료, 근로자의 권리, 저렴한 주택과 모두를 위한 식량 
안보

• 공공 은행은 Wall Street가 아닌 California에 투자하기
• 등록금 없는 고등 교육
• 발의안 13을 개혁하여 기업의 뒷구멍을 없애고 학교와 공공 

서비스를 회복하기
• 갑부들에 대한 과세
기후 위기에 대한 조치
• 공공 소유 청정 에너지와 효율 프로그램을 통해 100퍼센트 

재생 가능하게 하기

• 화석 연료에서 깨끗한 전력 대중 교통으로 전환하기
• 지하수와 분수령 회복하기
• 재식림, 회복 농업
인권
• 인종, 성별, 성적 취향, 장애, 경제적 지위에 기반한 억압을 

끝내기
• 이민자들을 위험한 습격 및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기
•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경찰 책임
• 총기 규제/안전
• 사형제 폐지, 민영 교도소 폐지, 교도소 수감인 수 감축하기 
선거 개혁
• 공공 재정을 통한 선거로 기업 자금 제거하기
• 비례대표제, 순위 선택 투표
• 탑 투 프라이머리(Top Two primary) 전복하기
비전
• 녹색당의 초기 지도력은 마리화나 합법화와 California의 

최후 원자력 발전소 폐쇄를 포함한 최근의 성공 사례들을 
이끌었습니다.

녹색당에 등록하고 투표하셔서 저희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녹색당  ★

★  평화자유당  ★
평화자유당은 부자들과 그들의 기업에 의해, 그리고 이들을 
위해 운영되는 국가에 있는 노동자 계급 정당입니다. 우리는 
우리 상사들의 이윤을 위하여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계, 우리의 
지구를 희생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노동자들에 의해 
창출되는 부자들의 부에 대해 과세할 수 있으며, 이것을 사회의 
필요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을 선호합니다.
사회 정의와 평등: *모두를 위한 보편적 무료 의료.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와 노동권. *유아원부터 대학까지, 모두를 
위한 무료 교육. *모든 차별 철폐하기. *장애인들을 위한 종합 
서비스. *결혼 평등. *이민자들을 위한 완전한 권리.
사법 개혁: *사형제 폐지하기. *경찰에 의한 학대 및 교도소 
고문 중단하기.

평화: *지금 당장 해외 주둔 군대 철수하기. *드론 공격 종료하기.
환경: *기후 변화 역전시키기. *환경 복구 및 보호하기.
입법: *California의 “top two” 선거법 폐지하기, 유권자의 총 
선거 선택 복원하기. * 주 은행 설립하기.
자본주의가 부자들을 가장 중시하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전쟁, 
경찰의 만행, 저임금, 위험한 일터, 오염 속에서 고통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노동자에 의한 경제의 소유권과 
민주적 지배를 옹호합니다. 우리의 산업과 천연 자원을 되찾기 
위해 저희와 협력하신다면, 우리는 공익을 위한 진전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평화자유당에 등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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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465-9414
이메일: info@peaceandfreedom.org
웹사이트: www.peaceandfreedom.org

Ted Brown, 대표
California 자유당(Libertarian Party of California)
770 L Street, Suite 950
Sacramento, CA 95814

(916) 446-1776
이메일: office@ca.lp.org
웹사이트: https://ca.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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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

Eric C. Bauman, RN, 대표
California 민주당(California Democratic Party)
1830 9th Street
Sacramento, CA 95811

(916) 442-5707
웹사이트: www.cadem.org
facebook.com/cadems
Twitter: @CA_Dem

California 민주당원들은 진보에 대한 Washington, D.C.의 
공격에 저항하는 한편, California 주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미래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고, 안전하고 알맞은 가격의 주택에서 살며, 종합적이고 
보편적이며 특출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노동 운동과 근로자들을 위한 단체교섭권을 믿으며, 
California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 및 보육 기회 확장을 원합니다. 
민주당원들은 California가 기후 변화의 실존적 위협에 대항하는 
싸움을 반드시 주도해야 하고, 우리의 해변에 대한 석유 채굴이 
100퍼센트 제한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깨끗한 물을 마시며, 원래 그대로의 자연 
공간을 즐길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를 위한 포용적인 사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드리머즈(Dreamers)를 위한 법적 보호 및 이민자들의  
나라로서 우리의 역사를 지키는 이민 개혁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결코 인종, 성별이나 성 정체성, 
성적 취향, 신체적 장애, 경제적 지위나 종교를 이유로 집단 
괴롭힘, 희롱, 폭행 또는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믿습니다.
California 민주당원들은 온정, 재정적 책임, 진보, 포용을 
믿습니다. California가 마땅히 누려야 할 미래를 건설하려는 
저희의 노력에 여러분들도 동참하실 것을 초대합니다.

★  공화당  ★

Jim Brulte, 주 대표
1001 K Street, 4th Floor
Sacramento, CA 95814

(916) 448-9496
이메일: info@cagop.org
웹사이트: www.cagop.org

California 공화당은 모든 California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California 주가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그리고 무엇보다 물가 안정에서 다시 한 번 
리더가 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높은 생활비가 California 주민들이 가족에게 좋은 삶을 
제공하는 능력을 손상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California를 다시 모두가 아메리칸 드림의 한 조각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California는 주민들이 
사업을 운영하고 가족을 부양하기에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는 미래, 근면성실이 더 나은 직장과 보수로 
이어지는 그런 미래를 전망합니다. 우리는 지역사회가 
안전하고, 도로가 건설되며, 공기는 깨끗하고 수자원은 충분한 
California를 상상해 봅니다. 공화당원들은 모든 아이들이 세계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사들이 보수를 후하게 받고 잘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문은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California 공화당에 동참하심으로 우리 주를 보호, 개선, 
재건하겠다고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cagop.org 을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독립당  ★
미국독립당은 하나님의 통치 하에서 질서있는 자유가 있는 
국가를 지향합니다. 우리는 성문법을 엄격하게 고수하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헌법을 미국이 자신과 맺은 
계약이라고 믿습니다. 헌법이 고의적으로 왜곡되어 제10차 개정 
헌법이 보증한 제한적 정부를 가질 권리가 침해되었고, 그 결과 
억압적인 과세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의 충실한 적용이 
그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의 지배라는 무법적 억압에서 해방되면,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고 또한 정의롭게 
자신과 가족 부양을 위해 우리의 기운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책임있는 
기업을 설립하고 재산에 대한 기본적 인권을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약하고 방어력이 없고 낙담한 인간의 생명도 
지켜야만 한다고 믿고, 자유와 동정심과 책임성과 근면의 
보루인 가정을 지지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며 교육해야 
하는 권리와 책임이 가정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이고 공존하는 제2차 개정 헌법이, 개인의 자기 
방어권과 강력한 공동 방어권을 보장했으며, 이러한 강력한 공동 
방어권은 경솔한 조약으로 손상되지 않은 국가 주권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모든 불법 이민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우리에게 
합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한 국경과 이민 정책을 지지합니다.

California 미국독립당(American Independent Party  
of California)
476 Deodara Street
Vacaville, CA 95688-2637

(707) 359-4884
이메일: markyavelli@gmail.com
웹사이트: www.aipc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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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투표자를 위한 지원
해당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확인하십시오.

해당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는

• 장애가 있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따로 투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해당 투표 장소가 장애인 투표자도 접근 가능한 곳이라면 휠체어 기호가 표시됩니다.

투표 장소 또는 투표 센터에서
투표 용지에 표기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도와드릴 분을 두 명까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을 
선택하실 수는 없습니다.

• 귀하의 고용주나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
• 귀하의 노조 대표나 노조 대표를 위해 일하는 사람

가두 투표는 투표 지역에 최대한 가까이 주차를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귀하께서 실제로 차도 가 또는 차 안에 
계셔도, 선거 공무원들이 서명하실 명단, 투표 용지, 기타 필요한 모든 투표 자료를 가져다 드립니다.

귀하의 카운티 선거 사무소에 연락하셔서 해당 투표 장소나 투표 센터에서 가두 투표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모든 투표 센터는 장애인 투표자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접근 가능한 투표 기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원격 
접근 가능 우편 투표(Remote accessible vote-by-mail, RAVBM) 시스템은 장애인 투표자가 투표 용지를 집에서 
받아 따로 개인적으로 표기한 후 선거 공무원에게 보낼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투표 센터는 Madera, Napa, Nevada, San Mateo, Sacramento 카운티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권자 선택법 및 투표 센터에 관한 상세 정보는 3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녹음 또는 대형 활자로 된 유권자 정보 안내
본 안내서는 영어, 중국어, 힌디어, 일본어, 크메르어, 한국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베트남어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 방법:

국무 장관의 유권자 무료 핫라인 (866) 575-1558으로 전화하십시오.

www.sos.ca.gov를 방문하십시오.

MP3 녹음판을 voterguide.sos.ca.gov/audio/ko에서 다운로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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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fornia의 군인 및 재외 유권자를 위한 정보 
군 복무 중이거나 United States 외부에 거주 중인 California 주민들의 선거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편리해졌습니다. 군인 또는 재외 유권자로 투표 등록을 하시기만 하면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선거 자료를 받게 됩니다.

•   일찍 시작하십시오. California의 카운티 선거 공무원들은 선거일 60일 전에 군인 및 
재외 유권자들에게 투표 용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RegisterToVote.ca.gov에서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일찍 작성하셔서 투표 자료를 제때에 받도록 하십시오.

•   귀하의 선택권을 알고 계십시오. 군인 또는 재외 유권자로 투표 등록을 하실 때 투표 
용지 수신 방법을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하신 투표 
용지는 귀하의 카운티 선거 공무원에게 우편으로 또는, 특정 상황에서는, 팩스로도 
회송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 용지를 팩스로 회송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신 
경우에는, 비밀 투표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유권자 선서 양식(귀하의 카운티 선거 
공무원에게서 얻을 수 있음)도 함께 팩스로 보내셔야 합니다.

•   연락을 유지하십시오. 일단 군인 또는 재외 유권자로 등록하시고 나면, 귀하의 카운티 
선거 공무원이 매 선거 전에 투표 용지 및 선거 자료를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매년 귀하의 등록을 갱신하실 것을 권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주소, 성함, 또는 
선호 정당을 변경하시거나 주 전역 일반 선거에 네 차례 연속으로 참여하시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재등록 하셔야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www.sos.ca.gov/elections/
voter-registration/military-overseas-voters/를 방문하시면 귀하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더 자세한 선거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날짜를 기억하세요!

5월 21일: 투표 등록 및 투표 용지 요청 마감일 

5월 29일: 투표 용지 수신 방법 갱신 또는 변경 마감일 

6월 5일: 선거일. 우편으로 보낸 투표 용지는 반드시 선거일 이전 또는 당일까지 소인이 
찍히고, 또 귀하의 카운티 선거 사무소에 6월 8일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팩스로 보낸 투표 
용지는 귀하의 카운티 선거 사무소에 늦어도 투표 마감 시간인 선거일 오후 8시 (태평양 
표준시)까지는 도착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하십시오:

California 국무 장관 연방 투표 지원 프로그램

(866) 575-1558 (800) 438-VOTE (8683)

www.sos.ca.gov/elections/voter- www.fvap.gov 
registration/military-overseas-vo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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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벌고 변화도 만드십시오—  
선거일에 투표 관리자로 일하십시오!
현장 경험도 얻고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 선거일에 참여하십시오!

투표 관리자는 누가 할 수 있나요?

투표 관리자로 일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또는 

 ✓ 자격이 있는 고등학생

투표 관리자는 어떤 일을 하나요?

 ✓ 투표 장소를 설치하고 폐쇄하는 일

 ✓ 유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도록 돕는 일

 ✓ 투표 용지와 투표 장비를 지키는 일

투표 관리자가 되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 투표 과정에 참여하고 유권자들을 도울 수 있음

 ✓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이웃을 만날 수 있음

 ✓ 추가 수입(금액은 카운티별로 차이가 남)을 벌 수 있음

고등학생 투표 관리자 

고등학생 투표 관리자로 일하려면, 학생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일 것

 ✓ 선거일 기준으로 16세 이상일 것

 ✓ 공립 또는 사립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것

 ✓ 학점 평균이 2.5 이상일 것

 ✓ 부모와 학교의 허락을 받을 것

 ✓ 교육 시간에 출석할 것

투표 관리자로 일하는 것에 대한 상세 정보를 원하시면, 해당 카운티 선거 사무소(본 
안내서의 84 페이지 참조)로 연락하시거나, California 주 국무 장관(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앞으로 (866) 575-1558로 전화하시거나 www.sos.ca.gov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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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유권자 신분 상태를 온라인으로 확인하십시오

국무 장관의 나의 유권자 신분 상태(My Voter Status) 페이지 VoterStatus.sos.ca.gov를 방문하시면, 귀하의 
유권자 신분 상태 확인, 투표 장소 또는 투표 센터 찾기 등 여러가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유권자 신분 상태에서 다음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귀하의 투표 등록이 되어 있는지, 또 등록이 되었다면 어떤 카운티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 귀하의 선호 정당 확인하기 
• 투표 장소 찾기 
• 투표 센터 찾기(Madera, Napa, Nevada, San Mateo, Sacramento 카운티에 거주하는 유권자에 해당)
• 귀하의 구역에서 있을 다가오는 선거 찾아보기
• 각각의 주 전역 선거 전에 유권자 정보 안내서(Voter Information Guide, VIG)를 미리 이메일로 받아보기

(VIG 수신 거부 정보에 관한 상세 정보는 아래를 보십시오)
• 귀하의 카운티 선거 사무소 연락처 찾기 
• 귀하의 우편 투표나 잠정적 투표의 상황 확인하기

귀하의 유권자 신분 상태를 확인하려면, 이름, 성, California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번호, 사회보장번호(마지막 
네 자리), 생년월일 같은 개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나의 유권자 신분 상태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주 VIG 수신 거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귀하의 
가정 내에 또 다른 등록된 유권자가 우편 수신을 요청한 경우에는 주 VIG가 귀하의 주소로 우송됩니다. 우편 
수신을 거부하셔서 주 VIG를 더 이상 우송받지 않으시는 경우에도, 주 전역 후보자 및 투표 상정 법안에 관한 
정보를 여전히 VIG 웹 사이트(http://voterguide.sos.ca.gov/)에서 각각의 주 전역 선거 전에 보실 수 있습니다.

VoterStatus.sos.ca.gov로 가시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16세에 사전 등록하십시오. 18세에 투표하십시오.
자격이 있는 16세 및 17세는 이제 RegisterToVote.ca.gov에서 온라인으로 사전 등록을 하거나 종이로 된 
유권자 등록 양식으로도 사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 등록을 한 California 청소년은 18세가 되면 등록이 
활성화됩니다. 

아래의 간편한 4 단계를 통해 사전 등록을 하십시오.

1. www.RegisterToVote.ca.gov를 방문하십시오
2. “투표 사전 등록하기(Pre-register to Vote)”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3. 18번째 생일날에 자동으록 등록됩니다
4. 선거일에 투표하십시오!

사전 등록이란 무엇입니까?
16세 또는 17세이면서 기타 모든 유권자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면, RegisterToVote.ca.gov에서 투표 사전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전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18번째 생일날에 자동으로 투표 등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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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일에 관한 정보
투표 장소 및 투표 센터는 6월 5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됩니다. 만약 귀하께서 오후  
8시 이전에 줄을 서셨다면 여전히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Madera, Napa, Nevada, San Mateo, Sacramento 
카운티에 거주하십니까? 33 페이지를 보시면 해당 카운티 내의 투표 센터 및 투표 방법에 관한 추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투표 장소 또는 투표 센터를 찾는 5가지 방법: 

 카운티 선거 공무원이 우편으로 보내드린 귀하의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확인하십시오

 (866) 575-1558로 전화하십시오

 온라인에서 www.sos.ca.gov/elections/polling-place 또는 voterstatus.sos.ca.gov를 방문하십시오

 GOVOTE(468683)로 Vote 라고 문자를 보내십시오

 “Vote California” 모바일 앱으로(iOS 또는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서 이용 가능) 확인하십시오

이제 막 이사하셨습니까?
5월 21일 이후에 새로운 주소로 이사하시고 아직 재등록하지 않으셨으면, 귀하의 이사 전 주소지의 투표 
장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유권자 등록 마감일인 2018년 5월 21일 이후에 “조건부로" 
등록하시고 귀하의 카운티 선거 사무소 또는 투표 센터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www.sos.ca.gov/
elections/voter-registration/conditional-voter-reg/를 방문하십시오.

조건부 유권자 등록
등록하는 것을 잊으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선거일 14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귀하의 카운티 선거 공무원 
사무실이나 투표 센터에 가셔서 조건부 투표 등록을 하고 투표를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 절차를 조건부 유권자 등록(Conditional Voter Registration, CVR)이라고 부릅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귀하의 카운티 선거 사무소 또는 투표 센터를 방문하십시오(카운티 연락 정보 전체 목록은  
http://www.sos.ca.gov/elections/voting-resources/county-elections-offices/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 유권자 등록 카드를 작성하시거나 온라인으로 RegisterToVote.ca.gov에서 등록하십시오.

3. 귀하의 카운티 선거 사무소 또는 투표 센터에서 CVR 잠정적 투표를 하십시오.

카운티 선거 공무원이 등록 진술서를 처리하고, 귀하가 등록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며, 귀하의 정보를 
인증하면, 비로소 등록이 확정되어 귀하의 CVR 잠정적 투표가 인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면 http://www.sos.ca.gov/elections/voter-registration/conditional-voter-reg/를 
방문하십시오.

투표 센터는 Madera, Napa, Nevada, San Mateo, Sacramento 카운티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권자 선택법 및 투표 센터에 관한 상세 정보를 원하시면 VotersChoice.sos.ca.gov를 
방문하시거나 33 페이지를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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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등록
이미 투표 등록을 마치셨다면 재등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성함, 집 주소, 
우편 주소를 변경하셨거나 정당을 변경 또는 선택하고자 하시면 재등록하셔야 합니다.

투표 등록은 RegisterToVote.ca.gov에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으며, 국무 장관의 무료 
유권자 핫라인 (866) 575-1558으로 전화하시면 우편으로 등록 양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양식은 대부분의 우체국, 도서관, 시 및 카운티 정부 기관, 카운티 선거 
사무소, California국무 장관실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부 유권자 등록
선거일 14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 귀하의 카운티 선거 공무원 사무실이나 투표 
센터에 가셔서 조건부 투표 등록을 하고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면 www.sos.ca.gov/elections/voter-registration/conditional-voter-reg/를 
방문하십시오.

유권자 등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내
Safe at Home 비밀보호 투표인 등록 프로그램: 생명을 위협하는(즉, 가정 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 상황에 처한 특정 유권자들은 비밀보호 투표인 신분 자격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무 장관의 Safe at Home 프로그램 무료 전화 (877) 322-5227로 
연락하시거나 www.sos.ca.gov/registries/safe-home/을 방문하십시오.

유권자 정보 보호: 유권자 등록 진술서에 있는 정보는 선거 공무원이 귀하께 투표 장소 
위치, 투표 용지에 기재될 사안과 후보자에 관한 정보와 같이 투표 절차에 관한 공식적인 
정보를 보내는 데 사용됩니다. 유권자 등록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유권자 정보는 국무 장관의 결정에 따라 공직 
후보자, 투표 상정 법안 위원회, 또는 기타 개인에게 선거, 학술, 언론, 정치, 정부 차원의 
목적을 위해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카드 상에 기재된 귀하의 운전면허 
번호, 사회보장 번호 또는 서명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공개되지 않습니다. 유권자 정보의 
사용에 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그러한 정보의 오용이 의심되어 신고하기 원하시면, 
국무 장관의 유권자 핫라인 (866) 575-1558으로 전화하십시오. 

http://www.registertovote.ca.gov


94

잠정적 투표
만일 귀하의 성함이 귀하의 투표 장소나 투표 센터의 유권자 명단에 없는 경우, 잠정적 
투표로 투표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잠정적 투표가 무엇입니까?
잠정적 투표는 투표함에 넣기 전에 특별한 봉투에 담아 두는 일반 투표입니다.

누가 잠정적 투표를 합니까?
잠정적 투표는, 투표 장소나 투표 센터의 공식 유권자 등록 명단에 본인 이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투표 등록이 되었다고 믿는 유권자들이 하는 투표입니다.

만일 우편 투표 유권자가 투표 장소나 투표 센터에서 직접 투표하기를 원하지만 투표 
용지를 받지 못했거나 투표 용지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 잠정적 투표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 잠정적 투표도 인정됩니까?
귀하의 잠정적 투표는, 귀하가 해당 카운티에서 투표하도록 등록되어 있고 해당 선거에 
아직 투표하지 않은 것을 선거 공무원이 확인한 이후에 인정됩니다.

귀하께서 투표하도록 등록된 카운티 내의 모든 투표 장소나 투표 센터에서 잠정적 투표로 
투표하실 수 있지만, 오직 귀하께서 투표할 자격이 있는 선거전만 인정됩니다.

귀하의 잠정적 투표 상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귀하의 잠정적 투표 상황은 voterstatus.sos.ca.go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잠정적 투표로 투표한 모든 유권자들은 그 투표가 인정되었는지, 만일 
인정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자신의 카운티 선거 공무원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www.sos.ca.gov/elections/ballot-status/를 방문하시면 카운티 연락처 목록 그리고 
귀하의 잠정적 투표 상황 확인 방법에 관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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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7일
우편 투표 시작일

2018년 5월 21일
투표 등록 마감일 “조건부로” 
등록하시고 15일 간의 유권자 
등록일 마감 후에 귀하의 카운티 
선거 사무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 5월 29 일 일
카운티 선거 공무원이 유권자의 
우편 투표 용지 신청을 수락하는 
마지막 날

2018년 6월 5일
선거일!

꼭 투표하세요!
투표소는 선거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합니다!

5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6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7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날짜를 기억하세요!



공식 유권자 정보 안내서

2018년 6월 5일, 화요일
꼭 투표하세요!

투표소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합니다.

5월 7일
우편 투표 시작일

5월 21일*
투표 등록 마감일

5월 29일
카운티 선거 공무원이 유권자의 우편 투표 용지 신청을 수락하

는 마지막 날

아래의 언어로 된 유권자 정보 안내서의 추가 사본을 원하시면 
다음으로 전화하십시오.

귀하의 유권자 등록 상태를 voterstatus.sos.ca.gov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하십시오

선거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 입법부는 동일한 성을 가진 유권자가 한 명 이상 거주하는 주소로 본 
안내서를 오직 한 부만 우송하도록 주와 카운티에 인가하였습니다. 추가 사본은 귀하의 카운티 선거 공무원에게 

연락하거나 (866) 575-1558로 전화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CALIFORNIA

주 전역 직접 예비 선거

OSP 18 144602

* “조건부로” 등록하시고 15일 간의 유권자 등록일 마감 후에 귀하의 카운티 선거 사무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GOVOTE(468683)로 Vote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귀하의 투표 장소 위치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KOREAN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Elections Division
1500 11th Street
Sacramento, CA 9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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