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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공지

• 투표는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명시되어 있는 날,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합니다. 

• 투표 방법에 대한 안내는 투표소 요원으로부터 받으실 수 있으며, 혹은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새로운 유권자는 연방법에 의해 신분증이나 기타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를 제출할 수 없더라도 

임시 투표 용지에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권한이 있는 유권자만 투표 가능합니다.

• 투표 기기 조작은 불법입니다.

이 참조 안내서를 꺼내서 
투표 장소에 가져가세요!
이 간편 참조 안내서에는 2020 
년 3 월 3 일 투표에 필요한 각 주 
제안법안 요약 및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통령 
예비선거
2020년  
3월 3일 화요일

투표는 선거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합니다!

      빠른 참조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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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참조 안내서
제안법안 공립 프리스쿨, K–12 학교, 커뮤니티 

칼리지 및 대학교의 시설 수리, 건설 및 
현대화를 위한 채권 발행 허가. 입법 법령.13

요약 입법부에 의해 투표용지에 붙여진 법안
공립 교육 시설의 건설 및 현대화를 위해 150 억 달러의 주 일반 의무 
채권 승인. 재정적 영향: 채권을 상환하기 위해 주정부 비용이 향후 35 
년 동안 매년 약 7억 4천만 달러 (이자 포함) 증가.

CON 이 법안은 150 억 
달러의  차입금을 

승인하며, 납세자는 학교의 건축과 
수리를 위하여 이자를 포함한 270 
억 달러의 세금을 지불해야 함. 
차입은 정규 예산으로 학교 건설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 거의 두 
배가 비쌈. 이는 단순히 정부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낭비임. 
반대에 투표하세요.

PRO 제안법안  1 3에 
찬성함으로써 지원되는 

예산은 캘리포니아의 공립학교를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필수적임. 노후한 교실에서 
독성 곰팡이와 석면을 제거함. 더 
많은 양호 시설. 더 깨끗한 물. 화재 
및 지진 안전 장비 업그레이드. 
강력한 납세자 통제권. 소방관, 의사, 
간호사, 그리고 교사들이 찬성함. 
캘리포니아의 아이들을 위하여. 
YesonProp13.com

주장

NO 이 안건에 대한 반대(NO) 
투표는 다음을 의미함: 

주정부는 교육 시설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50 억 
달러의 일반 의무 공채를 판매 할 
수 없음. 또한, 주정부는 학군 및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의 기존 지역 
차입 한도 또는 학군이 개발자 
요금을 부과하는 기존 규칙을 
변경하지 않음.

YES 이 안건에 대한 찬성
(YES) 투표는 다음을 

의미함: 주정부는 학교, 커뮤니티 
칼리지 및 대학 시설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50 억 
달러의 일반 의무 채권을 판매 할 
수 있음. 또한, 학군 및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이 더 많은 지역 채권을 
발행 할 수 있으며, 학군은 개발자 
요금을 부과 함에 있어 제한을 둠.

투표가 가져오는 결과

찬성 (FOR)
캘리포니아 거주자들의 안전과 
건강한  배움을  위하여 , 
제안법안 13에 찬성 투표하세요.
info@safeschoolsandhealthylearning.com
YesonProp13.com

반대 (AGAINST)
존 쿠팔(Jon Coupal)
하워드 자비스 납세자 협회
(Howard Jarvis Taxpayers 
Association)
921 11th St. #1201 
Sacramento, CA 95814
(916) 444-9950
info@hjta.org
www.hjta.org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

투표소 및 투표 센터를 
찾아보세요.
투표소와 투표 센터는 카운티 선거 관리원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선거일보다 몇 주 앞서 우편으로 발송되는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통해 투표소 주소, 혹은 투표 
센터의 위치를 찾아보세요.

다음의 주 총무처장관 웹사이트 vote.ca.gov를 
방문하시거나 무료 유권자 직통번호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800) 345-VOTE (8683).

투표소 위치를 찾기 위해 GOVOTE (468683)번으로 Vote
라고 문자를 보내셔도 좋습니다.

아마도어, 뷰트, 캘러베러스, 엘도라도, 프레즈노, 
로스앤젤레스, 마데라, 마리포사, 나파, 네바다, 오렌지, 
새크라멘토, 샌머테이오, 샌타클래라, 투올럼니 카운티에 
거주하시는 경우, 카운티에 있는 모든 투표 센터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voterschoice.sos.ca.gov 또는 
본 안내서의 2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투표가 마감된 후인 2020년 3월 3일 오후 8시 이후에 
대통령 예비선거 결과를 보고 싶으신가요? 캘리포니아 
주 총무처장관의 선거 결과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electionresults.sos.ca.gov.

선거 결과 웹사이트는 선거일 밤 각 카운티가 주 
총무처장관에게 보고하는 결과를 매 오 분마다 
업데이트합니다. 카운티 선거 관리단은 투표가 종료되는 
오후 8시 이후에 주 총무처장관의 웹사이트로 비공식적인 
선거 결과를 전송하고, 선거일 개표가 완료될 때 까지 매 
두 시간마다 업데이트를 계속합니다.  

3월 5일부터 시작하여 2020년 4월 2일까지, 선거 결과 
웹사이트는 카운티가 남은 개표를 진행함에 따라 매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공식적인 선거 결과는 2020년 4월 10일 다음의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sos.ca.gov/elections.

대통령 예비선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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