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선거

공식
유권자 정보
안내서

2021년 9월 14일 화요일
투표는 선거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합니다!

정확성 확인서

안전하게
투표하기,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등록유권자는 주지사
소환 선거 우편투표
용지를 수령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편에 동봉됩니다.

본인 Shirley N. Weber는
캘리포니아 주 국무장관으로서, 본
문서에 수록된 소환 선거 정보가
2021년 9월 14일 주 전역에서
시행되는 주지사 소환 선거의
캘리포니아 주 유권자들에게
제출될 것이며, 본 안내서는 법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8월 6일,
캘리포니아 주 새크라멘토에서
서명 날인했음을 확인합니다.

Shirley N. Weber, Ph.D.
주 국무장관

★

공식 유권자 정보 안내서 추가 사본은 귀하의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문의하거나, (866) 575-1558로 전화해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권리
유권자의

유권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1

유권자가 등록 유권자인 경우 투표할 권리.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투표할 자격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18세 이상
현재 거주지에서 등록
중죄 유죄선고로 현재 연방 또는 주 교도 소 복역
중이 아닌 경우 및
• 현재 법원에서 투표를 하기 위한 정신적
무능력자라는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

7

등록 유권자인 경우 명부에 이름이 없더라도
투표할 권리. 유권자는 잠정투표용지를 사용하여
투표합니다. 선거관리 담당관이 투표할 자격이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유권자의 투표는
집계됩니다.

9

•
•
•
•

2

3

투표소가 폐장되었을 때 여전히 줄을 서있는 경우
투표할 권리.

4

비밀투표를 할 권리. 어떤 사람도 유권자를 귀찮게
하거나 투표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5

6

유권자가 실수를 한 경우 새 투표용지를 받을
권리, 이미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선거관리 공무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새 투표용지에 대해 질문,
우편투표용지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
사무소 또는 투표소에서 새 투표용지로 교환,
또는
잠정투표용지를 사용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8

10

투표할 때 도움을 받을 권리, 유권자가 선택하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고용주 또는
노동조합 대표는 제외.
작성한 우편투표용지를 투표소에서 직접 투입할
권리, 캘리포니아 주에서.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된 선거 자료를 받을
권리, 해당 선거구에서 그 언어를사용하는 사람이
충분히 많은 경우.
선거 절차에 대해 선거 관리 담당관에게 질문할
권리, 선거 과정을 감시할 권리 포함.
유권자가 질문하는 사람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없는 경우, 유권자를 적합한사람에게 보내어
답변을 제공해야 합니다. 유권자가 방해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중단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이거나 사기적인 선거 활동을 신고할 권리,
선거관리 담당관 또는총무처장관실로 신고.

 웹사이트: www.sos.ca.gov
✆ 전화번호: (866) 575-1558
 이메일 주소: elections@sos.ca.gov

이러한 권리가 거부되었다고 생각하는 경 우, 총무처장관의 비밀 무료 유권자 핫라 인
(866) 575-1558 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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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와 투표 센터는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이 설치합니다. 선거일로부터 몇 주 전에 우편으로 받으시게 될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서 투표소 주소나 투표 센터 위치를 찾아보십시오.
또한, 주 국무부 웹 사이트 vote.ca.gov를 참조하거나, 무료 유권자 직통전화 (866) 575-1558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GOVOTE (468683)에 "Vote"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투표소 위치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9월 14일 오후 8시에 투표가 마감된 후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선거 결과를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캘리포니아 국무부 선거 결과 웹사이트 electionresults.sos.ca.gov를 방문하십시오.
선거 결과 웹사이트는 선거일 밤에 카운티에서 주 국무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는 대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은 오후 8시 선거 마감 후 반공식 선거 결과를
국무장관 웹 사이트로 발송하며, 선거일 투표 결과가 모두 산출될 때까지 최소 2시간마다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9월 14일 오후 8시부터 선거 결과가 웹사이트에 업데이트 되며, 이후 각 카운티가 나머지 투표
용지를 계산하는 동안 매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 됩니다.
선거의 공식 결과는 2021년 10월 22일 sos.ca.gov/elections에 게시됩니다.

주 후보자와 투표 법안에 대한 상위 기부자

어떤 위원회(후보자 및 투표 법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돈을 받거나 지급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투표 법안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며 1백만
달러 이상을 모금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주 공정 정치 실천 위원회(FPPC)에 상위
기부자 10인을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는 상위 기부자 10인의
목록을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해당 목록은 FPPC 웹사이트 http://www.fppc.ca.gov/transparency/top-contributors.html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선거 기부금을 알아보려면 국무부 웹사이트 powersearch.sos.ca.gov 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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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민 여러분,

주 국무장관

투표는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세계적인 팬데믹 사태가 심각한
와중에도 2020년 일반 선거에서 1780만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는 약 70년 기간 중 가장 높은 투표자 수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많은 수의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확고한
결의를 볼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 국무장관으로서 저의 사명은 캘리포니아 주 선거 관계자들과 협업하여 다가올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선거를 포함해 모든 선거가 안전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모든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입니다. 소환 선거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도록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제공해드립니다. 이 안내서에서는 소환 선거
관련 정보, 주요 기한, 등록 정보 및 캘리포니아 유권자의 권리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과 마찬가지로, 다가올 소환 선거 역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에서는 등록된 유권자들에게 선거 29일 전부터 우편 투표 용지를 발송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2020년 일반 선거에서 있었던 대부분의 보건 제제가 현재 해제된
상황이므로 더 많은 유권자들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투표함에 직접 투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투표 방법에 대한 업데이트를 확인하시려면 해당 지역 선거 사무소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소중합니다. wheresmyballot.sos.ca.gov에 등록하시면 문자,
이메일 또는 음성으로 투표 상황에 대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표 한 표가 중요하지 않은 선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투표하려면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제공되는 봉투에 투표용지를 넣어 반송하는 방식으로 사전 투표를 할
것입니까? 투표 센터나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방식으로 투표할 것입니까? 혹은
근접한 투표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할 것입니까?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계획해보십시오.
선거에 대한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원하시면 vote.ca.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에 관한 문의는 무료 전화 (866) 575-1558로 전화해서 주
국무장관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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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우편 투표용지

“우표를 붙이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투표가 무료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모든 캘리포니아
유권자의 편의를 위하여, 반송 봉투가 동봉된 모든 우편투표 용지는 우표 비용이 지불되어 있습니다.
우편투표 용지를 다 작성한 다음, 반송 봉투에 넣고 봉투를 밀봉하여 지정된 줄에 서명을 한 후
우편함에 넣으면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 국무부는 유권자들에게 우편 투표 용지의 상태를
추적하고 알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 투표
용지는 어디에?" 도구를 통해 유권자는 투표 용지의 위치와 상태, 모든
단계를 알 수 있습니다. WheresMyBallot.sos.ca.gov에 가입하세요.

“내 투표용지는 어디에?”에 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 카운티
선거 사무소가 최신 정보를 보내줍니다.

•

투표용지를 발송할 때.

•

투표용지를 집계할 때.

•
•

투표용지를 수령할 때.
투표용지에 문제가 있을 때.

WheresMyBallot.sos.ca.gov에 가입한 유권자는 다음 수단 중에서 선택하여 최선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메일

•

음성 통화

•

문자(SMS)

투표용지가 발송, 수령, 집계될 때 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WheresMyBallot.sos.ca.gov

음성 및 대형 활자로 된 유권자 정보 안내서

본 안내서는 음성 및 대형 활자 버전으로 제공됩니다. 본 안내서는 영어, 중국어, 힌디어, 일본어,
크메르어, 한국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베트남어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요청 방법:

vote.ca.gov을 방문하세요.

주 국무부 유권자 무료 핫라인 (866) 575-1558로 문의하십시오.

음성 MP3 버전을 voterguide.sos.ca.gov/ko/audio 에서 다운로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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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선거

2021년 9월 14일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선거 투표 용지에는 다음 소환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GAVIN NEWSOM이 주지사 직위에서 소환(해임)되어야 합니까?"
해당 소환 질문 이후에는 자격을 갖춘 모든 주지사 대체 후보자의 목록이 제시됩니다. 후보자는
자신의 검증된 정치 정당 선호나 선호 없음, 혹은 자신의 주 직업, 전문 분야 등을 언급하는 투표
용지 지정(후보자가 해당 정보 제공을 선택하는 경우) 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선거에서는 주지사 직위에 대한 단기명식 후보자도 허용됩니다.

소환 질문에 대한 투표 과반수가 "네"인 경우, Newsom 주지사는 직위에서 박탈되며, 가장 많은
투표 수를 받은 대체 후보자가 주지사의 잔여 임기에 대해 당선된 것으로 선언됩니다. 소환 질문에
대한 투표 과반수가 "아니오"인 경우, Newsom 주지사의 직위는 유지됩니다.
이 안내서에는 소환 지지자가 제출한 "사유 기술서" 및 그러한 기술서에 대한 Newsom 주지사의
답변을 포함합니다.

대체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정당은 유권자 공천 공직의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명할 수 없습니다. 주지사 직위는 유권자 공천
공직입니다. 유권자 공천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자격을 충족하는 정당을
기재하거나, 자격을 충족하는 선호 정당이 없음을 투표 용지에 기재해야 하며, 이때 선호 정당
지정은 후보에 의해서만 선정되고 유권자 정보를 위해서만 표시됩니다. 이는 해당 후보자가 지정한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하였다거나 정당과 후보자 간 관계가 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당은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그 정당이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유권자 공천 공직 대체 후보자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정당 선호 존부와 무관하게 아무 대체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대체 후보자가
가지는 정당 선호는, 존재하는 경우 후보자가 선정하며 유권자 정보에만 표시됩니다. 이는
후보자가 정당 공천자거나 정당이 해당 후보자를 승인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선거
관리를 위한 추정 비용

선거법 섹션 11108(d)에 따라 재무부는 총무처장관 및 카운티 선거 관리 담당관들과 협의하여
Gavin Newsom 주지사 소환 선거 관리 비용을 2억 7천 6백만 달러로 추정했습니다.
소환 선거 비용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총무처장관 웹사이트
elections.cdn.sos.ca.gov/recalls/dept-finance-letter.pdf를 참조하십시오

6

제안자들의 소환 이유서 및 주지사의 답변

주 전역에 배부된 소환 청원에는 소환 이유서 및 동 이유서에 대한 주지사의 답변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선거법 섹션 11325에 따라 아래에 제공됩니다.

제안자들의 이유서

GAVIN NEWSOM 주지사님 귀하: 캘리포니아주 선거법 섹션 11020에 따라, 아래에 서명한 등록
유자격 유권자들인 우리는 소환 청원의 제안자들이며 귀하를 소환하여 캘리포니아 주지사 직에서
귀하를 해임하고 후임자의 선출을 요구할 것임을 이에 통지합니다.
이 소환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Newsom 주지사는 이 주의 주민과 우리의 생활 방식에 해가
되는 법률을 시행했습니다. 그가 서명한 법률은 우리 주민보다 우리 주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더 유리합니다. 이 주의 사람들은 그 결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세금, 가장
높은 노숙자 비율 그리고 가장 낮은 삶의 질을 겪고 있습니다. 그는 이민자 보호를 위한 피난
주 신분을 부여했으며 이민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지를
일방적으로 무시했습니다. 그는 우리 주에 발의안 제13 호에 의한 보호 제거, 용수 배급, 세금
인상 및 부모의 권리 제한과 같은 추가 부담을 주려고 합니다. 다른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은
우리 주민들은 이 행동을 취해, 이러한 악행을 시정하고 더 이상의 불의를 예방하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이유서에 대한 주지사의 답변

경고: 이 부당한 소환 노력은 캘리포니아 납세자들에게 $8,100만 달러의 비용을 부담시킬
것입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에 대한 Trump 대통령의 증오에 찬 공격을 지지하는 정치적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8년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사상 최대의 표차로 Gavin Newsom 주지사를 선출했습니다.

주시사로서, Newsom은 1) 공립 교육을 위한 자금을 늘리고, 2) 캘리포니아 주민의 건강 및
의료서비스를 보호하고 확보하며, 3) 물, 도로 및 교량을 개선하고, 4) 적정 가격의 주택 공급 및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며, 5) 산불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산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정 적립금 수준은 전례 없이 높습니다. 우리의
경제와 고용은 기록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Trump 대통령과 미국을 분열시키는 그의 위험한 의도를 지지하는 소수의 당파적
운동가들은 이 소환 노력을 통해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의 명확한 의지를 뒤집고 캘리포니아를
워싱턴의 부서진 정부처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 주민을 악마화하고 캘리포니아의 가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또 하나의 낭비적인 특별 선거가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 캘리포니아의 경찰관, 소방관, 응급 구조대원, 공립학교 교사,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비즈니스 리더들은 모두 이 비용이 많이 드는 소환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귀하의 서명, 귀하의 지지 또는 귀하의 사적인 개인 신상 정보를 이 파괴적인 소환 책략에 넘겨주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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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vin Newsom 소환 투표에서 '네'에 투표하세요!

Gavin Newsom을 소환하기 위하여 다양한 직종에 속한 2백만 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청원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들은 우리 주를 사랑하며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번 투표는 캘리포니아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새로운 주지사를 선출할 기회입니다.

Gavin Newsom 소환 투표에서 '네'에 투표하세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Gavin Newsom이 공직에 있는 동안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Gavin Newsom은 노숙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효과가 전혀 없는 프로그램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면서도 캘리포니아의 노숙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를 더 살기 좋게 하겠다고 하였으나, 휘발유, 식품, 주택
가격은 폭등하여 많은 수의 중산층, 저소득층 가정이 캘리포니아에서 살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Gavin Newsom은 캘리포니아를 안전하게 만들겠다고 하였으나, 2만여명의 수감자를 조기
석방함으로서 범죄와 노숙 비율이 폭등하였습니다. 이제 Newsom은 다시 76,000여명의 수감자를
조기 석방하여 문제를 악화하려 합니다. Gavin Newsom은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그는 오만하게도 화재 예방을 개선하겠다고 하였지만 무당파 Capitol Public Radio 조사에 따르면
사실과 다릅니다. Newsom은 1억 5,000만 달러를 주 화재 예방 예산에서 삭감하였고 그의 화재
예방 기록에 대하여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이전에는 캘리포니아에 훌륭한 소방 인원이 있었습니다.
Newsom은 소방 인원을 조기에 해고하고 예산을 감축하였습니다.

11월에 Newsom은 캘리포니아 사람들에게 집에 머물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족과 친구와의
만남을 피하도록 하였습니다. 며칠 후, 그는 값비싼 프랑스 식당 “French Laundry”에서 로비스트와
훌륭한 저녁 식사를 즐겼으며,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두기는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Newsom
은 비밀리에 정치적으로 연결이 있는 중국 회사에 마스크 생산을 외주주기 위하여 거의 10
억 달러 상당의 계약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그 회사 대표는 Newsom의 캠페인에 수만 달러를
기부하였습니다. 의회 동의 없이 5억 달러를 회사에 송금하였습니다. 주지사는 이 사실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참고: 캘리포니아 제조사들도 동일한 주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Newsom의 고용 개발부는 $300억 이상을 범죄자와 수감자에 대한 사기성 지출로 소모하였으며,
이로서 수십만 명의 실업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돈을 받기 위하여 몇 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Newsom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현재 견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호흡기를
달고 있을 뿐입니다. 그의 오만함과 자기거래로 인하여 문제가 악화되었습니다. 범죄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2020년 살인은 31%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주는 기록적인 최악의 노숙 문제와 국내 최고
유류 가격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비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가정, 사업, 기업이 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공공 학교는 K-12 전체에서 37등이고, 도로는 유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서 2017년
사이 캘리포니아에 4,300여건의 정전 사태가 있었습니다. Newsom 재임 중인 2019년에만 25,281
건이 발생했습니다. 수도 공급은 제한되었고 관리되지 못한 숲은 불탔습니다.

더 나은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정직한 주지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의 진정한 문제, 생활비,
노숙, 범죄, 떨어지는 학교 수준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소환 투표에서 '네'에 투표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RecallGavin2020.com을 방문하세요.
ORRIN HEATLIE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에서 확인하세요:
info@recallgavin2020.com
www.RecallGavin202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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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의 소환에 대한 주장

이번 소환은 국내 공화당과 Trump 지지자들이 강제로 선거를 진행하여 캘리포니아 내에서 권력을
잡기 위한 시도입니다.

공화당이 우리 주를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주당 주지사 Gavin Newsom 소환 투표에서 '아니오'
에 투표하세요.
소환을 주도하는 지지자들은 대통령 선거를 뒤집고 국내 선거권을 무시하기 위한 시도를 행한 국내
공화당과 동일한 자들입니다.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그들은 소환법을 악용하여 권력을 잡고 그들 정당 의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화당 지도자들은 캘리포니아 청정공기법을 배척하고, 총기안전법을 되돌리고, 필요한 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COVID-19 방역에 큰 진전을 이루었지만, 공화당과 Trump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권력을
주면 우리 주의 방역을 후퇴시킬 것입니다.
지난 1년 반은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국제적 위기 속에서 Newsom 주지사는
과학적인 접근법으로서 생명을 구하고 가장 어려운 자들을 돕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Newsom 주지사의 지도 하에 우리 주는 팬데믹에 승리 중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국내 최고
백신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서 다른 주보다 변종에 대한 예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Newsom 주지사는 우리 주의 경제와 고용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는 이번 일생에 한 번 있을 기회를 통하여 인종이나 주소를 불문하고 모든 거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가 주 역사 상 최대 규모의 경제 회복 패키지인 $1000억 규모의 California Comeback Plan
을 통과시킨 이유입니다. 이 계획 하에서 캘리포니아 가정 2/3는 직접 지원으로서 최소 600 달러를
받게 되며, 200,000여개의 소규모 사업체는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게 됩니다.
Newsom 주지사는 노숙, 교육, 인프라, 산불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주요 해결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거주민 의 희생과 주가 달성한 성과는 당파적인 공화당의 소환이 성공하는 경우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이것이 Joe Biden이나 Kamala Harris 등 국내 민주당 지지자들과 중도 지지자들이 소환에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이들은 Newsom 주지사가 일을 끝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화당이 권력을 잡는 것을 막기 위해 본 소환에서 '아니오'에 투표하세요.
Newsom 주지사에 대한 공화당 소환을 막읍시다

stoptherepublicanrecall.com
GAVIN NEWSOM

자세한 내용은:
Newsom 주지사에 대한 공화당 소환을 막읍시다
stoptherepublicanrecall.com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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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선거에 대한 정보
후보자 성명서
안내서 내용

본 유권자 안내서의 11쪽부터 소환 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환 선거 후보자들은 본 유권자 안내서에 후보자 성명서를 위한 지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들은 성명서를 위한
지면을 구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법은 주 공직 후보자들이 정해진 금액 내에서 선거 비용을 사용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자발적 지출 한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발적 지출 한도를 선택한 후보자들은 유권자 안내서에 후보자 성명서(250자 한도)를 게재할 수 있는 지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14일,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선거 출마 후보자들의 자발적 지출 한도는 $9,728,000입니다.

본 페이지의 후보자 목록에서, 별표(*)는 캘리포니아의 자발적 선거운동 지출 한도를 수락함으로써 본 유권자 안내서에 후보자
성명을 위한 지면을 구매할 수 있는 주 공직 출마 후보자를 나타냅니다.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후보자 성명서를 위한 지면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인증된 후보자 목록은vote.ca.go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지사

소환 선거
후보자 명

Angelyne*
Holly L. Baade*
David Alexander Bramante*
Heather Collins*
John Cox
John R. Drake*
Larry A. Elder*
Kevin L. Faulconer*
Rhonda Furin
Ted Gaines*
Sam L. Gallucci*
James G. Hanink*
Jeff Hewitt*
David Hillberg*
Caitlyn Jenner*
Dan Kapelovitz*
Kevin K. Kaul*
Kevin Kiley*
Chauncey “Slim” Killens*
Patrick Kilpatrick*
Jenny Rae Le Roux*
Steve Chavez Lodge*
Michael Lo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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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선호 정당 없음
민주당
공화당
녹색당

소환 선거
후보자 명

David Lozano*
Denis Lucey*
Jeremiah “Jeremy”
Marciniak*

| 공화당

Diego Martinez*

공화당

Daniel Mercuri*

민주당

Jacqueline McGowan*

공화당

David Moore*

공화당

Robert C. Newman II*

공인된 선호 정당
없음

Kevin Paffrath*

공화당
공화당

Doug Ose*
Adam Papagan*

자유당

Armando “Mando”
Perez-Serrato*

공화당

Dennis Richter*

선호 정당 없음

Major Singh*

공화당

Denver Stoner*

공화당

Anthony Trimino*

공인된 선호 정당
없음

Daniel Watts*

공화당
녹색당

Brandon M. Ross*

공화당

Sarah Stephens*

민주당

Joe M. Symmon*

공화당

Joel Ventresca*
Nickolas Wildstar*
Leo S. Zacky*

정당

공화당

선호 정당 없음
선호 정당 없음
공화당
민주당
공화당

공인된 선호 정당
없음
공화당
공화당
민주당

선호 정당 없음
민주당

선호 정당 없음
민주당

선호 정당 없음
공화당
공화당
공화당
공화당
민주당
민주당
공화당
공화당

소환 대체 선거 후보자 진술서
주지사

• 캘리포니아 주의 최고경영자(CEO) 로서, 부처와 기관 대부분을 감독하며 판사를 임명합니다.
•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고, 법제를 승인하거나 거부하며, 입법기관에 연간 주 예산안을 제출합니다.
• 비상 시에는 주 정부의 자원을 가동하고 지휘합니다.

Dennis Richter | 선호 정당 없음

미네소타 시골에서 자랐으며,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지도자로 선출되었습니다. 철도,
정육, 철강, 의류 산업에서 수십 년간 일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는 Walmart에서 근무
중입니다. 임금 인상과 노동자가 통제할 수 있는 노동 조건을 사수하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조합의 일원입니다. 워싱턴의 경제 금수 조치에 반발했던 쿠바 혁명을 옹호합니다.
미국의 노동자와 농민들을 위한 정부, 이주노동자 사면을 위한 혁명적 쟁의에 대해 강연을
펼쳤습니다.

2826 S. Vermont, Suite 1, Los Angeles, CA 90007
전화: (323) 643-4968 | 이메일: socialistworkers2021campaign@gmail.com
theMilitant.com

Brandon M. Ross | 민주당

캘리포니아에게는 재기의 참 뜻을 이해하고 이를 위해 앞장 설 수 있는 실행력 있고
온건한 민주당원이 필요합니다. 팬데믹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의학과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해졌습니다. 제 인생은 재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제 두발로
직접 일어서 성공을 이룩했다 마약에 빠져 모든 걸 잃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
저는 중독을 극복하고 잿더미에서 일어나 모든 것을 다시 쌓아나갔습니다. 저는
샌디에이고에서 나고 자란 캘리포니아 토박이입니다. UC Davis에 진학하여 유전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 의대로 진학한 동시에 보건학, 경영학 석사
학위를 동시에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성형외과를 설립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가족과 셋 이나 되는 아이까지, 모든 걸 가졌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허리 부상으로
마약성 약물을 복용하게 된 후, 다시 마약에 빠져 모든 것을 잃게 됐습니다. 경력, 결혼,
재산, 친구, 그리고 양육권까지 모조리! 그리고 7년 전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제
삶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그 어느 때보다 제 의료 사업을 융성하게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시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도 되찾았고, 멋진 가족과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뇌종양에 대한 외상과 방사선 치료 흉터가 남은 아이들에게
무료로 성형 수술을 제공하는 자선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깨어 있는 삶을 사는
저는 훌륭한 주지사가 될 것입니다. 적어도 저를 보고 마약은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5565 Grossmont Center Dr., Bldg 3, Suite 461, La Mesa, CA 91942
전화: (619) 883-3599 | 이메일: Ross4gov@gmail.com | ross4gov.com
페이스북: profile.php?id=100070604324742 | 트위터: BrandonRossCalifornia
인스타그램: brandonrosscalifornia

성명서 순서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페이지의 성명서는 소환 대체 후보자가 제공한 것으로 정확성이 공식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각 성명서는 자발적으로 제출되었으며 해당 소환 대체 후보자가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성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소환 대체 후보자 역시
다른 방법으로 투표 용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소환 대체 선거 후보자 진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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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Doug Ose | 공화당

캘리포니아에 사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라고 뽑아 놓은 사람들은 일상과
동떨어진 생각을 합니다. 결과에 신경쓰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만 합니다. 공교육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고, 공공의 안전조차 위협 받고 있습니다. 범죄율은 치솟고, 경찰
예산 삭감안 또한 효과가 없습니다. AB 5로 인해 독립 계약자들의 기회마저 위협당합니다.
불합리한 COVID-19 예방수칙은 더 많은 일자리와 기업들을 사라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융통성 없는 정책으로 학생들에게도 학문적 발전 없는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노숙은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늘어났고, 주택과 음식은 너무 값비싸졌습니다. 주 정부 유류세는 과도하며,
전기 요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물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고속철도는 참담할 만큼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매년 불에 타고 있는데 정부는 매년 화재의 위험을
줄였다고 말합니다. 수백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재난과 같은 고용개발부의 정책으로
피해만 입었으며,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이는 모두 스스로 자초한 상처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캘리포니아 드림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공공
K-12 학교 선택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공립 차터 스쿨 입학생의 정원을 없애고, 지원 사업은
아이들 각각에게 직접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 집행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범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길거리를 배회하는 마약 중독자와 정신질환자에게 의무적인 치료와
상담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살 수 있는 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유류세를 낮춰야
합니다. 저수 시설을 더 만들어야 합니다. 숲에서의 화석 연료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고용개발부를 개혁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혀야 합니다. 제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은 캘리포니아에 있으며, 저는 이 모두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리더십과 경험은
중요합니다. 이제는 변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4013 Park Drive, Sacramento, CA 95841
전화: (916) 806-3110 | 이메일: dougose@hotmail.com | oseforcalifornia.com
페이스북: DougOseCalifornia | 트위터: @DougOse | 인스타그램: dougose
기타: TikTok: @dougose

Caitlyn Jenner | 공화당

캘리포니아는 50년 가까이 살아온 제 고향입니다. 제가 이곳으로 와 살게 된 이유는
바로 이곳이라면 인생의 배경, 혹은 사회적 위치에 상관없이 누구나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진보보다는 정치만을 우선시하던 일당
통치 체제 하에서 Golden State의 빛이 희미해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크라멘토에는 명확한 비전이 있는 정직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미국을 대표하여
올림픽 금메달 획득에서부터 평등을 위한 운동을 이어나가도록 도움을 주기까지 인정 많고
사려 깊은 혁신가였습니다. 제가 주지사가 된다면,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며, 아이들을
보호하고, 상업이 다시 번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비는 치솟아 사람들이
거리에 나앉고 기름값이 폭등하는 모습을 봐 왔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는 캘리포니아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며, 제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유일한 적임자입니다. 새로운 세금 인상이나 경찰 예산 삭감을 모두 거부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퇴역 군인과 구조대원의 혜택이나 존엄성을 박탈하는 그 어떤 시도도
거부하겠습니다.

caitlynjenner.com

성명서 순서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페이지의 성명서는 소환 대체 후보자가 제공한 것으로 정확성이 공식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각 성명서는 자발적으로 제출되었으며 해당 소환 대체 후보자가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성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소환 대체 후보자 역시
다른 방법으로 투표 용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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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Kevin L. Faulconer | 공화당

저는 캘리포니아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혁신적이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정부는 그런 우리를 실망시켰습니다. 해마다
새크라멘토의 정치인들은 캘리포니아를 더 비싸지만 덜 안전한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완만히 생계를 꾸리고, 집을 마련하고, 사업을 시작하며, 은퇴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경험 말입니다. 샌디에이고 시장을 역임하며, 저는 세금 인상 없이 노숙 감소, 균형
있는 예산 조정, 경찰 예산 증액, 거리 정비 사업 진행 등 기본에 집중하며 정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저는 주지사로서 인정은 잃지 않으나 샌디에이고에서 이미 증명된 확실한
방법으로 안전하지 않은 노숙자 야영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중산층 세금 감면책을 시작으로 캘리포니아를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강력범의 조기 석방을 막고 법을 제대로 집행하여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안전히
지키겠습니다. 산불 예방 우선순위를 정하고, 고장난 전력망 문제를 해결하며, 저수 시설을
확장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안전하고 불 밝고 물 흐르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학생들의
학교 등교를 완전히 재개하고, 학생 중심적이며 학부모들이 믿을 수 있도록 교육을
개정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을 돕겠습니다.
차량관리국(DMV)와 망가진 실업지원센터를 고객 중심적으로 편리하게 개편하겠습니다. "
효용 없는 고속 열차" 개발을 중단하고, 도로와 고속도로를 개선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를
타락시키는 특별 이익단체를 처단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안전하고, 깨끗하고, 알맞은
환경에서 존엄한 삶과 일, 그리고 은퇴를 맞이할 자격이 있습니다. 신선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경험의 리더십으로 캘리포니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www.KevinFaulconer.com

P.O. Box 6871, San Diego, CA 92166-6871
전화: (619) 354-8230 | 이메일: info@kevinfaulconer.com | kevinfaulconer.com
페이스북: kevinfaulconer | 트위터: kevin_faulconer | 인스타그램: kevinfaulconer

Holly L. Baade | 민주당

더 밝은 내일을 위한 리더십

10C School Street, Fairfax, CA 94930
전화: (415) 488-6218 | 이메일: elect@holly2021.com | holly2021.com
페이스북: holly.baade | 트위터: hollybaade | 인스타그램: holly.baade
기타: mettaci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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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Alexander Bramante | 공화당

캘리포니아 주민 여러분, 아마 저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아는 사람과 비슷할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로스앤젤레스 등지를 오가며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사우스웨스턴에서
로스쿨을 다니시며 식품구입권으로 제 동생 Miles와 저를 기르셨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열심히 일한다는 말의 의미를 배웠고, 미래 제 자식들을 위해 제가 처한 환경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위해 길을 떠나기 전까지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UCLA)를 다녔으며, 이후 Marcus & Millichap, Douglas Elliman과 같은
회사에서 최고의 브로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재 My Home Agent라는 소규모 부동산
마케팅 회사와 저의 부동산 팀 The Bramante Group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치를 모두 포용하며 자라나고 있는 세 아이들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최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여, 캘리포니아의 주지사가 되고자
합니다. 캘리포니아에는 9개의 국립공원, 실리콘 밸리, 헐리우드가 있으며, 태평양을 따라
위치한 가장 긴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가 된다면, 자유를 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며, LGBTQI를 차별하지 않고,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여부를 모두 뛰어넘는
가치입니다. 캘리포니아를 제가 깨끗이 청소하겠습니다. 제 정책이 캘리포니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미래 세대를 훌륭하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캘리포니아를 저
혼자가 아닌, 여러분들과 함께 꾸려나갈 것입니다.
26565 W Agoura Road, Suite 200, Calabasas, CA 91302
전화: (323) 484-4695 | 이메일: politics@davidbramante.com | davidbramante.com
페이스북: davidbramanteforgovernor | 트위터: davidbramante
인스타그램: davidbramante

Heather Collins | 녹색당

녹색당 이민자 영세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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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각 성명서는 자발적으로 제출되었으며 해당 소환 대체 후보자가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성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소환 대체 후보자 역시
다른 방법으로 투표 용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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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G. Hanink | 공인된 선호 정당 없음

사진 미제출

캘리포니아에서 43년을 보낸 지금, 저는 이곳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교육자로서
저는 연대, 공통선, 종교의 자유를 대변합니다. 가정, 학교, 직장에서의 평등을 위하여 일할
것입니다. 저는 주택 소유, 최저 생계 임금, 적정 보육을 지지합니다. 우리의 천연 자원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저는 잉태부터 자연사까지 삶의 존엄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solidarity-party.org를 방문해 보세요.

443 W. Hillsdale St., Inglewood, CA 90302
전화: (310) 671-4412 | 이메일: jhanink70@gmail.com | CA.solidarity-party.org
페이스북: Dr.JamesG.HaninkforGovernorofCalifornia

Jeff Hewitt | 자유당

저는 캘리포니아 원주민 3세이자, 이곳에서 가정을 꾸리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을 온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이곳이 너무 황폐화되어 제 손주들이 저처럼 이곳에서
삶을 꾸려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저를 부끄럽게 합니다. 치솟는 집값, 부족한
사회 기반 시설, 망가진 교육 제도는 악화되고 있는 문제의 시작일 뿐입니다. 2018년
카운티 행정수장으로 당선되었을 당시, 저는 지역경제 성장과 무너져가는 인프라 재건에
최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던 역경은 상상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도로를
만드는 대신, 우리 주에 공평하게 백신을 보급해 달라고 정부와 맞서 싸웠습니다. 주택을
짓는 대신,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연구를 주도했습니다. 노숙 위기를 타개하는
대신, 실직자 가족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지사의 지독하고 제멋대로인
명령에도 굴복하지 않고, 저와 제 동료들이 이 모든 일을 해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정치에 참여한 경험과 영세 업체 운영 감각, 그리고 정치인에게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근성이 어우러진 독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차기 주지사로서, 저는 댐 수송 및 확장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주택 부족, 교육 그리고 다가오는
연금 부채 또한 모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자유당원으로서, 이를 완수하기
위해 다른 당과의 협업도 불사할 수 있습니다. www.hewitt4ca.com

전화: (951) 588-5585 | 이메일: info@hewitt4ca.com | hewitt4ca.com
페이스북: @hewitt4ca | 트위터: @hewitt4ca | 인스타그램: hewittfor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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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각 성명서는 자발적으로 제출되었으며 해당 소환 대체 후보자가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성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소환 대체 후보자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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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Hillberg | 공화당

저는 법을 집행하며 캘리포니아 주와 미국의 헌법을 지지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투표하는 모든 선출 공무원, 법률에 어긋난 이민자 보호 정책 및 국경 개방 정책, 헌법을
위반하는 과거의 모든 다른 항목에 대해서도 헌법을 지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권력의 전당을 걷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는 아주 오래 전부터 그
시사점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너무 오래 전부터 정도를 벗어나 있습니다. 그
대가를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치르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P.O. Box 9977, Fountain Valley, CA 92728
전화: (714) 580-7486 | 이메일: davidhillberg@yahoo.com

Angelyne | 선호정당 없음

빌보드 퀸 Angelyne 아이콘이자, 경험 있는 정치인.

P.O. Box 3864, Beverly Hills, CA 90212
전화: (323) 461-2148 | 이메일: angelyneforgovernor@gmail.com
angelyneforgovernor.com | 페이스북: officialangelyne | 트위터: Angelyne2222
인스타그램: officialangely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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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ry A. Elder | 공화당

캘리포니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8학년 때 중퇴하시고 제2차 세계대전 참전
해병대원이셨던 제 아버지에게 캘리포니아는 황금의 주였습니다. 그는 전후 두 개의 전일제
수위 직업에서 일하셨습니다. 그 당시 캘리포니아의 건강한 경제 덕분에 그는 집을 사고
전업주부이신 어머니와 함께 3명의 아들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 집은 이제 $600,000
에 달하며, 지금의 젊은 가족에게는 현재 생활비를 마련하고 제 아버지의 상승 곡선을
따라가고자 노력하는 것은 악몽입니다. 캘리포니아가 중산층과 다툼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고 다른 주로 일자리를 돌리는 규제를 줄여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공공 학교를 통하여 저는 아이비리그 대학을 거쳐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제가 다니던 도심 고등학교 학생 중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극히 일부입니다. 주지사로서
저는 차터 스쿨을 확장하고, 학교 선택에 있어서 성전을 개시하여, K-12 교육을
완벽하게 하기 위한 경쟁에 불을 붙일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적인 예산과
증세를 거치고도 . . . 캘리포니아에 노숙이 만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산 절차를
뜯어고치고, 최근 유류세 증세를 폐지하고 종교, 비영리단체와 협업하여 노숙자들을 도울
것입니다. 또한 형사 절차를 진실되게 개혁하여 재범자에 대한 보석 금지를 반대하고,
캘리포니아의 범죄 홍수를 막기 위하여 경찰과 검찰을 진심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저는
엘리트주의, 권력에 찌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낙천주의자입니다. 캘리포니아를 다시 금빛으로 만듭시다!
ElectElder.com

Joel Ventresca | 민주당

부패 없는 독립적인 버니 샌더스 파 (Berniecrat) 민주당원 새로운 혁신적 리더십과
근본적인 변화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25년 이상 샌프란시스코의 평화를 위한 전사
챔피언으로서, 저는 유례없는 부와 권력을 가지고 경제, 정치 시스템을 조작하여 갑부들이
더욱 부자가 되도록 하고, 형사 처벌 수를 끝없이 확장시킨 캘리포니아의 가장 부패한
정치와 용감하게 싸워왔습니다. 34년 간의 탁월한 공무 수행 수상 경력 : 연간 300,000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매년 $625억의 매출을 창출하는 업계 선도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의 관리자, 분석가 및 안전 보안 위험 전문가 (1987년~2018년), 샌프란시스코
고령화 위원회 부서장 보조 및 고령화 전문가 (1981년~1984년). 영향력 있는 리더 경력:
2019년 샌프란시스코 시장 민주당 당내 경선 2위, 샌프란시스코 환경 위원, Coalition for
San Francisco Neighborhoods 회장, 국제서비스노동조합 (SEIU) 집행 위원, 전국적으로
명망 있는 지역사회 조직원. University of San Francisco 석사.언론의 칭호: "영웅", "
용기 있는", "강력한", "원칙을 고수하는", "정직한", "부패 없는", "진보적인", "혁신적인",
"좌파의", "이해심 깊은", "지식이 풍부한". 가족: 이탈리아계 미국인 과학 교사와 주부
사이에서 태어나, 아시아계 미국인 이민지와 결혼, 독립선언문 및 헌법의 서명자 혈통.
플랫폼: 보편적인 양질의 의료 및 교육, 최저 임금 인상, 경제적 불평등 해소, 노숙과
빈곤의 종말, 탄소배출 제로화, 포괄적 참여 민주주의 되살리기, 상위 1% 경제 엘리트
해체, 비폭력 대중 운동 고무, 모두를 위한 정의롭고 살기 좋은 캘리포니아 만들기.
샌프란시스코 선거에서 111,000표를 얻어 99%의 공익 판세를 뒤집었던 민주당원으로서,
저는 미국에서 가장 효과적이며 진보적인 주지사가 되겠습니다.
3934 Ortega Street, San Francisco, CA 94122-3944
전화: (415) 941-7945 | 이메일: joelventresca@gmail.com | joelventres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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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emiah “Jeremy” Marciniak | 선호 정당 없음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페이스북: people/Jeremiah-Marciniak/100070443693256

Jacqueline McGowan | 민주당

사진 미제출

캘리포니아 출신이자 18년 간 월스트리트에 종사한 베테랑이며, 대마초 컨설턴트로
일한 7년의 경험을 살려, 저는 정치만을 위한 정치가 대마초 규제 시장의 도입을 어떻게
엉망으로 망쳐 버렸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영세업자로부터 창출되어야 하는 일자리와
세수가 빠져나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선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는
공정한 대마초 시장을 활성화시켜,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순경제적 혜택을 주고
우리 본연의 역할인 미래 글로벌 산업의 진원지로서의 입지를 되찾을 것입니다. 2014년
결국 새크라멘토에서 대마초를 규제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온라인 정책 포럼을 이끌며
482개 시와 58개 카운티의 정책을 파악하고 관계망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지방 정부의 역경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오랜 시련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국회의사당에도
변화를 일으켜냈습니다. 한편, 과잉 규제와 과중 조세는 적대적인 사업 풍토를 유발했고,
이는 곧 외국 기업 소유의 소수 승자 독식 시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불법 시장이 번창하는 동안, 제 동료이자 여러분의 이웃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극단적인 결심을 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여러 분야를 아울러 지금보다 더욱 나아질 수 있으며, 바로 지금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는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가와 기업가들과 함께 강력하고, 번창하며, 더욱
잘 규제된 대마초 사업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다시 캘리포니아를 올바른 궤도로 올릴 수
있습니다. Jacqueline McGowan에게 투표 하세요. 저희 Jackie4Gov.org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52 School St., Suite 364, Napa, CA 94559
전화: (925) 758-3335 | 이메일: vote@Jackie4Gov.org | Jackie4Go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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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Mercuri | 공화당

신부로서, 예수님은 제 근간입니다. 퇴역 군인으로서, 저는 여전히 군인의 맹세를 지키며
삽니다. 사장으로서, 우리는 이윤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애국자로서, 저는 정부가 국민을 제대로 먹여 살릴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4335 Van Nuys Blvd., #340, Sherman Oaks, CA 91403
전화: (805) 428-5315 | 이메일: danielmercuri@danielforcalgovernor.com
Danielforcalgovernor.com | 페이스북: DanielMercuriforCAGov
트위터: Dan_Mercuri | 인스타그램: danielmercuriforcagovernor
기타: youtube.com/channel/UCy-bRErDbiJtjVEtk8VdKLg (Daniel Mercuri for Governor)

Dan Kapelovitz | 녹색당

이해하시겠습니까?

7119 W. Sunset Blvd., #999, West Hollywood, CA 90046
전화: (323) 839-6227 | 이메일: Dan@radicallawcenter.com | Kapelovitz.com
페이스북: kapelovi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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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Kiley | 공화당

캘리포니아는 누구나 출세를 꿈꿀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싶어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곳을 위해, 유권자들 여러분께서
변화할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5년 전, 저는 무소속으로 의회에 출마했습니다.
로스엔젤레스 도심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으며, 폭력적인 흉악범 사건을
기소하였고, 법원에서 헌법을 옹호하며 변호를 펼쳤습니다. 취임 후, 저는 주 의회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당시 특별 이익단체에 대한 자금 제공을 모두 거부한
의원은 저뿐이었습니다. 연간 $40,000의 수당을 거절하고, 세비 인상 또한 거절했습니다.
의원들을 위한 개인 DMV 사무실과 같은 특전을 없애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언론 자유,
공공 안전, 학교 선택, 형사 사법 개혁, 인공 지능에 대한 획기적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우리 주 정부가 근본적으로 망가져 있는 상태임을 목도했습니다. 우리
의회에는 부패가 만연해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공익보다는 특별 이익 단체를 위해
봉사합니다. 바로 그 이유로 우리는 구멍이 패인 도로를 달리면서도 가장 높은 유류세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로 우리는 악화되기만 하는 노숙자 문제에 수십 억을
더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가장 많은 희생을 하고도 가장 적은
보상을 돌려받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당선된다면, 낙후된 학교, 치솟는 생활비, 증가하는 범죄율, 그리고 심해지는 노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시 임시 회기를 소집하겠습니다. 이제는 기본으로 되돌아가 주 정부의
무결성을 회복할 때입니다.
KileyForCalifornia.com | 페이스북: KevinKileyCA | 트위터: KevinKileyCA
인스타그램: kevinpkiley

Chauncey “Slim” Killens | 공화당

여러분의 주지사인 제게 투표하십시오

전화: (916) 562-2744 | 이메일: chaunceyslimkillensforgovernor@gmail.com
witnessinthepublicsqu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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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rick Kilpatrick | 민주당

주연 배우, 시나리오 작가, 영화 제작자, 글로벌 영화 제작지원 전문가로 200편의 영화 및
인기 TV 쇼 출연. 캘리포니아에 헐리우드의 전성기를 다시 재현합시다. 필름 및 TV 제작을
다시 유치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산업 환경을 구축하여 더 많은 보상을 통해 헐리우드의
모든 일자리를 되찾겠습니다 . 어린이 프로그램과 교사에게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학교를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유아원 과정에서 지역 전문대학까지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세금을 낮추겠습니다. 발전된 경찰 훈련과 혁신을 거쳐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보여주겠습니다. 필수 서비스와 고용책을 제공하여 노숙을 근절하겠습니다. 국경을
확보하고, 시민권 취득에 있어 모두에게 평등한 정의를 구현하고, 불법 침입에 벌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를 치유합시다! 단결된 캘리포니아 - 우리는 하나입니다!
심사를 마친 영화 또는 TV 미디어, 비디오 게임, 그리고 사진 프로젝트에 대해서 주에서
사용한 비용 중 25%에 대한 현금 환급을 즉시 실시하겠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 고속도로를
확장하겠습니다. 건물주 설치 보조금 지원을 포함하여친환경 태양광 및 풍력 설비 장착을
위해 연방 및 주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산불 관리, 재활용 프로그램, 해안가 청소
및 해양 보존, 학교, 공공 장소 및 고속도로 미화를 위한 대규모 인력을 창출하겠습니다.
주 전역에 걸쳐 일회용 생분해성 식기 및 패키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공해
유발자에게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겠습니다. 가뭄에 잘 견디는 식물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kilpatrick203@gmail.com | patrickkilpatrick.com | kilpatrickforgovernor.com
udfilms.com | 페이스북: ImPatKilpatrick | 인스타그램: patrickkilpatrick

Denver Stoner | 공화당

사진 미제출

오늘날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도덕적 품성과 봉사 정신에 입각한 리더십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사회적 및 재정적 책임 수행에 대한 타락으로 이어져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고 헌법상 보장되는 우리 주민들의 권리와 자유가 부정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위대함을 되찾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을 우리 곁으로
모셔와야 합니다. 저는 삶을 봉사에 바치고 19년 이상 보안관보이자 소방관으로서 응급
의료요원 임무를 수행하며 지역사회에서 널리 존경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평생을
보낸 한 시민으로서, 저는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더욱 발전되고 밝은 미래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한 보수적인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임신 중절에 반대하며
가족, 총기와 자유, 사법 집행을 모두 지지합니다. 건강한 변화와 위대한 국가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캘리포니아 주지사 직 의무를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StonerForGovernor@GMail.com

3015 E. Highway 4, Murphys, CA 95247
이메일: stonerforgoverno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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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y Rae Le Roux | 공화당

Jenny Rae Le Roux는 캘리포니아 주민 모두가 다시 삶을 영위하고 일을 하며 숨을 쉴 수
있도록 자유로운 캘리포니아를 위해 출마했습니다. 전업 정치인들은 우리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와 번영을 추구하며 캘리포니아로 오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오늘날 캘리포니아의 주민들은 범죄와 실업이 급증하는 가운데, 높은 생활비와
높은 세금이라는 악몽으로부터 달아나려 합니다. 학교는 교과 과정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잘못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재가 번지고 물이 부족하며 사람들은 전기를 켠 채 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리더들은 무능하며, 소통이 되지 않으며, 결과에 책임을 지지도
않으면서 여러분의 세금을 흥청망청 쓰고 삶의 방향을 알려 준다고 으스댑니다. Jenny
Rae는 다릅니다. 책임감 있게 일을 맡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줄 압니다. 문화를 형성하는
리더입니다. 결과가 중요한 조직을 운영하는 사업가입니다. 비용을 절감하고 변화를
주도하여 스타트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이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족을
부양하며 해냅니다. Jenny Rae에게 공무란, 캘리포니아 주민 모두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 행정부의 일원으로서, 그는 항상 해
왔던 일, 바로 데이터를 따라 상식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일을 할 것입니다. 정치인 출신이
아니기에, 그는 오직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만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일하는 캘리포니아
주민으로서, 본인이 하지 않을 일은 여러분에게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로서, 그는 캘리포니아의 아이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고, 자유로우며
번영하는 미래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는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묻고,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 주며, 삶을 영위하고 일하며 다시 숨을 쉴 자유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1095 Hilltop Drive, Suite 277, Redding, CA 96003
전화: (530) 691-0434 | 이메일: hello@jennyraeca.com | jennyraeca.com
페이스북: jennyraeca | 트위터: jennyraeca | 인스타그램: jennyraeca
기타: youtube.com/c/jennyraelerouxca

Michael Loebs | 공인된 선호 정당 없음

민주당과 공화당은 캘리포니아의 기대를 져버렸으며, 각자의 당과 경력을 대변했을
뿐, 우리의 관심사는 대변하지 못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정치학 강사이자
캘리포니아 국민당의 대표로서, 제가 캘리포니아 정치를 다시 유권자 여러분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1017 L St., #294, Sacramento, CA 95814
이메일: michael.loebs@californianational.party | LoebsForCA.com
페이스북: VoteCNP | 트위터: vote_cnp | 인스타그램: vote_cnp
성명서 순서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페이지의 성명서는 소환 대체 후보자가 제공한 것으로 정확성이 공식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각 성명서는 자발적으로 제출되었으며 해당 소환 대체 후보자가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성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소환 대체 후보자 역시
다른 방법으로 투표 용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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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Lozano | 공화당

David Lozano는노숙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가진 유일한 후보입니다.
Lozanoforcalifornia.com 를 방문하셔서 경찰 개혁, 적정 주택, 세금 인하 등 캘리포니아의
문제에 대한 그의 대책을 더욱 자세히 알아보세요. David는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28년
경력의 변호사이자 로스앤젤레스 보안관이었으며, 이집트, 터키, 호주, 멕시코, 몰디브,
그리스 등 세계 10개국 이상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David는 정치학 학위와 법학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중역을 맡고 있으며 최고의 협상가입니다.
David Lozano를 주지사로 뽑아노숙 문제 타개에 한 표를 행사해 주십시오.

P.O. Box 1090, San Gabriel, CA 91778-1090
전화: (626) 521-5660 | 이메일: davidlozanolaw@gmail.com | lozanoforcalifornia.com

Denis Lucey | 선호 정당 없음

사진 미제출

저는 교사가 되며 미국 헌법을 수호하겠노라 선서했습니다. 한 유치원생이 울며 제게 "
엄마도 사랑하고 아빠도 사랑하는데, 어째서 반은 엄마랑 반은 아빠랑 살 수 없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던 그 학생은 수정헌법 14조 평등 보호 조항에 명시된
50 50 자녀 양육권 합의를 원했고, 바로 이것이 제가 캘리포니아의 학생들을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기타: linkedin.com/in/denis-lucey-88554991

성명서 순서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페이지의 성명서는 소환 대체 후보자가 제공한 것으로 정확성이 공식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각 성명서는 자발적으로 제출되었으며 해당 소환 대체 후보자가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성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소환 대체 후보자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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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 Papagan | 선호 정당 없음

사랑을 담아

6727 ¹⁄8 Hollywood Blvd., Los Angeles, CA 90028
전화: (310) 614-4163 | 이메일: ADAMPAPAGAN@gmail.com | adamforgov.com
페이스북: ADAMPAPAGAN | 트위터: ADAMPAPAGAN | 인스타그램: ADAMPAPAGAN
기타: TikTok@ADAMFORGOV | youtube.com/c/deltalkshow

Robert C. Newman II | 공화당

정치 경력은 없으나, 공무 집행 자격에 충분한 전문학사(AA), 학사(BA) (동물학/화학),
석사(MA) (이론/연구), 박사(Ph.D) (임상 연구 심리학, 과학 출판물) 학위 소지자이며,
결혼 60년 차로 슬하에 자녀 2명, 손주 2명이 있습니다. 1944년 미시건에서 아버지가
해군에 복무하고 있었던 샌디에이고로 이사를 왔습니다. 하나님을 옹호하고 임신 중절에
반대하며, 전통 결혼과 미국 헌법, 수정헌법 제2조, 합법적인 이민, 농업, 영세기업, 트럭
운전사와 학교 선택을 지지합니다. 참전 용사를 기리는 애국자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빈곤,
실업, 강력 범죄, 세금 등이 높은 반면 학교는 전국에서 최악으로 손꼽힙니다. 심각한
규제 환경이 기업을 죽이고 있습니다.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정부를 제한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국부의 믿음에서 영감을 받은 독립선언서와 미국 헌법은 경이롭습니다.
주권을 보호하고, 열린 캘리포니아를 지향하며, 임금을 인상하고, 연금을 비축하며, 학교는
모두 지역의 관할로 돌리고, 농가에게 더 많은 물을 할당해 주며,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축소하며, 총기 보유 권한을 찾고 정부의 권한을 줄여 헌법상 권리를 회복하겠습니다.
현실적인 노숙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P.O. Box 7074, Redlands, CA 92375
전화: (909) 801-4630 | 이메일: Newman4governor@gmail.com
Newman4gover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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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R. Drake | 민주당

John은 최근 지역 대학에서 정치학 학사로 졸업했습니다. 그의 지속적인 교육 목표는
정부와 정책 입안에 있습니다.

8338 Lakewood Circle, Ventura, CA 93004
전화: (805) 794-7950 | 이메일: johnrobertdanieldrake@gmail.com | johnrdrake.com
페이스북: JohnDrakeforGovernorofCalifornia | 트위터: johnrobertdrake
인스타그램: johnrobertdrake | 기타: instagram.com/john.r.drake

Ted Gaines | 공화당

저희 가족은 1853년 캘리포니아로 이주해 험난한 골드 러시 경제 속에서 번창한 삶을
누렸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느끼는 감사함은 영원할 것이며, 과거처럼 빛나는 미래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1849년 몽상가들을 유혹하던 자유분방한
환경과는 거리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캘리포니아에 골드 러시는 없습니다. 이는
즉시 정부의 규제 대상이 되며 세금의 부과로 러시는 이어지지 못할 겁니다. 주지사가
되면, 저는 캘리포니아를 전 세계 건설사와 창작자들에게 독보적인 종착지가 되도록 해준
자유와 밝은 전망을 되찾고, 중산층 가족들이 생활고로 캘리포니아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생활비를 낮추겠습니다. 저는 Howard Jarvis Taxpayers
Association의 최우수 의원이었으며,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제13호를 강력히 지지하고
세금 인상 시도를 무효화하겠습니다. 젊은 가족들이 집값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든 규제를
줄이고 요금을 제한하겠습니다. 유류세를 폐지하고 주 정부의 잉여 일반 예산을 통해
갤런당 $5을 내지 않고도 과거의 훌륭했던 도로 체계를 재건하겠습니다. 범죄자들은
책임을 지게 할 것이며, 70,000명의 중죄인들을 거리로 풀어주면서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에게 총을 빼앗는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수지와 같은 저수 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가정 급수량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농부들이 필요한 만큼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믿을 수 있으며, 저렴하고, 충분한 에너지원을 확보하여 정전이나 에너지
빈곤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중절에 반대하며, 가족의 가치를 옹호합니다. "
비전이 없는 백성은 멸망하고 만다." 잠언 29장 18절 TedGaines.com
5170 Golden Foothill Parkway, El Dorado Hills, CA 95762
전화: (916) 773-8000 | 이메일: Ted@TedGaines.com | TedGaines.com
페이스북: TedGaines | 트위터: TedGa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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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 L. Gallucci | 공화당

제가 주지사에 출마한 이유는 우리가 알던 캘리포니아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더 이상 황금의 땅이 아닙니다. 수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발언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한 표가 소중하다는 확신이 없으며,
캘리포니아의 가치를 잃고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캘리포니아를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 주어야 합니다. 도덕적 리더십, 진실, 그리고 투명성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 가족, 영세 사업자, 일자리를 보호하고 노숙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한 기업의 임원으로서 저는 실제로 일자리를 창출한 경험이 있으며, 목사로서는
14년 이상 제가 살던 카운티의 노숙자 위기에 공감을 가지고 해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인도주의적인 위기를 타개할 포괄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날, 부유하고
가난한 자, 노숙자와 이민자들은 저를 그들의 목사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업 정치인이 아닌, 진정한 캘리포니아 주민입니다. 주지사가 된다면, 저는 매일
우리 정부를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 줄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드림을 되찾기
위해, 여러분의 한 표가 필요합니다! SamGallucci.com를 방문해 보세요.

P.O. Box 1032, Oxnard, CA 93032
전화: (949) 445-0154 | 이메일: gallucciforgovernor@gmail.com | samgallucci.com
페이스북: SamGallucciForGovernor | 트위터: @Gallucci4C
인스타그램: gallucci4california

Anthony Trimino | 공화당

Anthony Trimino는 미국에서 그 성장세가 가장 빠른 비공개 회사의 CEO입니다. 또한 그는
아메리칸 드림을 좇아 공산주의 국가인 쿠바를 탈출했던 이민자의 손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믿던 꿈은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서서히 스러지고 있습니다. Anthony는 우리 아이들과
가족, 그리고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을 되찾을 것입니다. Anthony를 선출하는 것은 그의
믿음에 기초하여 세워진 가족 우선 정책을 보장할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기업들을 보호하며, 신을 믿을 권리를 보호하며, 과도한
정부의 참견으로부터 캘리포니아를 해방시키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874 Spectrum Center Dr., Irvine, CA 92618
전화: (562) 271-3878 | 이메일: ATrimino@AnthonyTrimino.com | AnthonyTrimino.com
트위터: ATrimino | 인스타그램: @atrim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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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각 성명서는 자발적으로 제출되었으며 해당 소환 대체 후보자가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성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소환 대체 후보자 역시
다른 방법으로 투표 용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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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Daniel Watts | 민주당

캘리포니아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무상 공립 대학이 있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법상 권리와 고등교육을 보호하겠습니다. WattsforGovernor.com를 방문해
보세요.

407 Alvarado Terrace, Vista, CA 92084
전화: (619) 663-5833 | 이메일: governorwatts@gmail.com | wattsforgovernor.com
페이스북: governorwatts | 트위터: governorwatts | 인스타그램: governorwatts
기타: youtube.com/governorwatts

Nickolas Wildstar | 공화당

저는 캘리포니아에 믿음과 책임, 그리고 합헌성을 다시 회복해 줄 유일한 주지사
후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를 토대로 세워졌지만, 현재 이는 엉뚱한 발상이라는 취급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분노하여(Go Wild) Wildstar가 주지사가 되도록 한 표를
행사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P.O. Box 13033, Fresno, CA 93794
전화: (818) 538-4878 | 이메일: wildstar@governorwildstar.com | Wildstar2022.com
페이스북: wildstar2022 | 트위터: therealqball | 인스타그램: governorwildstar
기타: youtube.com/governorwildstar
성명서 순서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페이지의 성명서는 소환 대체 후보자가 제공한 것으로 정확성이 공식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각 성명서는 자발적으로 제출되었으며 해당 소환 대체 후보자가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성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소환 대체 후보자 역시
다른 방법으로 투표 용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소환 대체 선거 후보자 진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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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등록

이미 유권자 등록을 마쳤다면 재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름, 집 주소, 우편 주소를 변경했거나
정당을 변경 또는 선택하고자 하면 재등록해야 합니다.

유권자 등록은 registertovote.ca.gov 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국무부 무료 유권자 핫라인
(866) 575-1558로 전화하면 우편으로 등록 양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양식은 대부분의 우체국, 도서관, 시 및 카운티 관공서, 카운티 선거 사무소, 캘리포니아 주
국무장관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유권자 등록

선거일 14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 카운티 선거 사무소, 투표 센터 또는 투표소에서 조건부 투표 등록을
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더 상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sos.ca.gov/elections/voter-registration/same-day-reg/
를 방문하십시오.

유권자 등록시 개인정보 보호

Safe at Home 보호 대상 유권자 등록 프로그램: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한 특정 유권자 (예를 들어 가정
폭력, 스토킹, 성폭력, 인신매매, 노인이나 부양가족 학대의 피해자 및 생존자)는 Safe at Home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구성원인 경우 보호 대상 유권자 신분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상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주 국무부
Safe at Home 프로그램 무료 전화 (877) 322-5227로 문의하시거나 sos.ca.gov/registries/safe-home/ 을
방문하십시오.

유권자 개인정보 보호: 유권자 등록 진술서에 기재된 정보는 선거 관리 공무원이 유권자에게 투표소 위치,
투표 용지에 기재될 사안, 후보자에 관한 정보 등 투표 절차에 관한 공식적인 정보를 보내는 데 사용됩니다.
유권자 등록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유권자
정보는 주 국무장관의 결정에 따라 공직 후보자, 투표용지 법안 위원회 또는 기타 개인에게 선거, 학술,
언론, 정치, 정부 차원의 목적을 위해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카드 상에 기재된 운전면허 번호,
사회보장 번호, 서명은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 공개되지 않습니다. 유권자 정보의 사용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해당 정보의 오용이 의심되어 신고를 원하는 경우, 주 국무부 무료 유권자 핫라인 (866) 575-1558로
전화하십시오.

유권자 상태를 온라인으로 확인하세요

주 국무부 웹사이트 voterstatus.sos.ca.gov 에서 나의 유권자 상태
(My Voter Status) 페이지를 방문하면 유권자 상태를 확인하거나
투표소 및 투표 센터를 찾는 등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유권자 상태(My Voter Status) 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한 기능:
• 투표 등록 여부, 등록된 카운티 확인
• 귀하의 선호 정당 확인하기
• 투표소 찾기
• 투표 센터 찾기
• 나의 지역에서 다가오는 선거 찾아보기
• 모든 주 전역 선거 전에 이메일로 주 유권자 정보 안내서(VIG) 받아보기
• 나의 카운티 선거 사무소 연락처 찾기
• 나의 우편투표 용지 또는 잠정 투표 상태 확인하기

voterstatus.sos.ca.gov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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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투표소에서 안전하게 투표하기

한 곳 이상의 사전 투표소가 2021년 9월 14일 선거 전에 여러 카운티에 설치됩니다. 투표소에서는 유권자
등록, 대체 투표용지, 쉬운 투표 기기, 언어 지원이 제공됩니다.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따르는 것은 유권자와 선거 위원에게 안전한 투표소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1

줄 서지 않기.

기표한 투표용지를 우표가 필요 없는 우편으로 보내거나, 보안 투표용지 투입함에
넣거나, 투표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는 작성한 투표용지를 제출하는
유권자를 위해 별도의 라인이 마련됩니다.
근처 투표소 투입함 찾기: caearlyvoting.sos.ca.gov 혹은 vote.ca.gov.

2

사전투표하기.

직접 투표소에 방문하는 경우, 선거일 이전에 방문해 주십시오. 선거일 이전 여러
카운티에 한 곳 이상의 투표소가 개설됩니다.

카운티 선거사무소는 2021년 8월 16일부터 캘리포니아 유권자에게 우편 투표용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우편으로 회송되는 투표용지에는 2021년 9월 14일까지의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하며, 보안 투표용지
투입함에 투입하는 경우 2021년 9월 14일 오후 8:00까지 투입해야 합니다.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지원

캘리포니아 주는 모든 유권자가 사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격 접근 가능 우편 투표 (Remote accessible vote-by-mail, RAVBM) 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유권자가
투표 용지를 집에서 받아 독립적이고 개인적으로 표기한 후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유권자에게 카운티가 제공하는 지원 사항에 관한 더욱 상세한 정보는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확인하거나 카운티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카운티 연락처 정보는
sos.ca.gov/elections/voting-resources/county-elections-offices 를 참조하십시오.

당일 유권자 등록

유권자 등록 혹은 갱신을 잊으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카운티 선거 사무소, 카운티 내 아무 투표소, 선거
센터에서 선거일 당일 오후 8시까지 유권자 등록 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조건부 유권자
등록이라고 부르며, 일반적으로 당일 유권자 등록이라고 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카운티 선거 사무소, 카운티 내 투표 센터 또는 투표소를 방문하세요. — 위치는 해당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 또는 vote.ca.gov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유권자 등록 카드 혹은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세요.

3. 카운티 선거 사무소, 투표 센터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로 투표하세요.

4. 카운티 선거 관리원이 등록을 처리한 후 투표 자격이 있다고 결정하면, 유권자 등록을 한 다음
투표용지가 집계됩니다.

조건부 유권자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ote.ca.gov 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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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투표 용지로 안전하게 투표하세요

선거 사무소는2021년 8월 16일 전에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에게 아래 그림과 유사한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편으로 반송되는 투표용지에는 2021년 9월 14일까지의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하며, 보안 투표용지 투입함에 투입하는 경우 2021년 9월 14일 오후 8시까지 투입해야 합니다.
Franklin County
Elections Department
4321 Franklin Avenue
Franklin, HN 99999-1234

RETURN SERVICE REQUESTED

Vote-by-mail
Official ballot
우편투표
공식 투표용지
OFFICIAL VOTE-BY-MAIL BALLOT MATERIAL

Val e n tin a Q . Vo t e r
5 678 S e v e n t h A v e , A p t 9 8 6 3
Fr a n k lin, HN 9 9 9 9 9 –1278

우편투표는 안전하고 간편합니다.
투표용지에 투표한 다음 아래 내용을 따라주세요:

투표용지 봉인.

귀하의 카운티 선거사무소에서 보내 온 봉투에 투표용지를 잘 넣으십시오.

봉투 서명.

투표용지 봉투에 한 서명이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및주 ID에 한 서명 또는 등록시에 한
서명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카운티 선거사무소에서는 투표를 보호하고자 해당 서명들을
비교합니다.

투표용지 반송.

우편 송부- 투표용지에 2021년 9
월 14일까지의 소인이 찍히는지
확인하십시오.
우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투표용지 추적.

또는

현장 투표 - 2021년 9월 14일 오후 8
시까지 보안 투표용지 투입함, 투표소,
투표 센터, 카운티 선거 사무소에
투표용지를 제출하십시오.

wheresmyballot.sos.ca.gov에 가입하여 문자(SMS),
이메일, 음성 통화로 우편투표 용지 상태에 대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카운티에서 선거일 전에 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서는 유권자 등록, 대체 투표용지,
쉬운 투표 기기, 언어 지원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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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일자를 기억하세요!
꼭 투표하세요!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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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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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월
수

목

금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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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30

31

수

목

금

토

1

2

3

4

2021년 8월 16일
우편 투표 시작일.

2021년 8월 30일

투표 등록 마감일. 유권자 등록일
마감 후에는 "조건부"로 등록하시
고 선거일까지 귀하의 카운티 선거
사무소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
습니다.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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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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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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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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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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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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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21년 9월 14일
선거일!

31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Elections Division
1500 11th Street
Sacramento, CA 9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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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선거
2021년 9월 14일 화요일
All California voters will receive a vote-by-mail ballot for the
September 14, 2021, election. Learn more inside.
English: (800) 345-VOTE (8683)
TTY/TDD: (800) 833-8683

អកបោះប្តទាងអសបៅកងរដ
្ន
្ន ំ
្ឋ California នងទទលោនសនកប្ត
ួ
្ឹ ្ន
់
ឹ
នុ ្ន
បោះតាមសបតតសតរាបការបោះប្តបៅថ្ទ
្ន
ងៃ ី 14 ខែកញ្ញា ្្ន ំ 2021។
់
ំ នុ
សតរាបសណរ
្ន
្ន សមបៅមកបលែខាងបតកាម។
ូ
ំ ួ
់ ំ ួ ឬជនយអកបោះប្ត
ខែររមែ /Khmer: (888) 345-4917
ខែ

Todos los votantes de California recibirán una boleta electoral
de voto por correo para la elección del 14 de septiembre de 2021.
Para preguntas o asistencia al votante, llame al número
a continuación.
Español /Spanish: (800) 232-VOTA (8682)

모든 캘리포니아 유권자는 2021년 9월 14일 선거를 위한 우
편 투표지를 받게 됩니다. 문의 사항 또는 유권자 지원을
원하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해주십시오.
한국어 /Korean: (866) 575-1558

所有加州選民將收到用於 2021 年 9 月 14 日選舉的郵
寄投票選票。如有疑問或需要提供選民協助，請致電
下列號碼。
中文 /Chinese: (800) 339-2857

Tatanggap ang lahat ng botante ng California ng balota para
sa pagboto sa pamamagitan ng koreo para sa halalan sa
Setyembre 14, 2021. Para sa mga katanungan o tulong sa
botante, mangyaring tawagan ang numero sa ibaba.
Tagalog: (800) 339-2957

कलिफोर्नि
या के सभी मतदाताओं को 14 लसतंबर, 2021 के चु्ाव के
ै
लिए “डाक द्ारा मतदा् करें” मतपत्र प्ापत होगा। प्श्नों या मतदाता
सहायता के लिए, कपया
्ीचे ददए गए ्ंबर पर कॉि करें।
ृ
हहनिनिद ी /Hindi: (888) 345-2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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ผู้ออกเสยงลงคะแนนในรฐแคลฟอรเนยทกคนจะได
ั ตรเลอกตงประเภทลงคะแนนเสยงทางไปรษณ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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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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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กนยายน
ั
สาหรบการเลอกตงในวนท
2021 หากมี
ำ
ื ้
ื กรณาตดตอท
ุ
ิ ่ ่ี
คาถามหรอตองการ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
่
้
่
ี้
หมายเลขดานลางน
ภาษาไทย/Thai: (855) 345-3933
ภาษาไทย

すべてのカリフォルニア州有権者には 2021 年 9 月 14 日
選挙の郵便投票用紙が送られます。お問い合わせまた
は有権者の支援に関しては、以下の番号までお電話く
ださい。
日本語 /Japanese: (800) 339-2865

Tất cả các cử tri California đều sẽ nhận được lá phiếu
bầu bằng thư cho kỳ bầu cử vào ngày 14 tháng Chín,
2021. Nếu có thắc mắc hoặc cần giúp về bầu cử, xin
gọi số điện thoại dưới đây.
Việt ngữ
ngữ/Vietnamese: (800) 339-8163

Korean

21 151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