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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카운티 유권자분께:

여러분의 지역사회가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 의해 관리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유권자 등록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선거관리국장으로서, 오렌지 카운티 선거를 공정하고, 정확하고, 투명하며, 접근 용이하도록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유권자 정보 안내서는 2022년 6월 7일 주 전체 직접 예비선거의 투표 기간, 

장소 및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안전하고 보안된 투표를 위해 시간을 내어 투표 방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투표용지: 선거법 3000.5절에 의거, 모든 유권자는 우편으로 공식 투표용지를 수령해야 합니다. 본 

선거관리국에서 5월 9일 미 우정국에 투표용지를 송달할 예정입니다.

•	 편리한 거소투표: 보안된 투표용지 투입함 중 한 곳, 우편 (우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는 투표 센터 중 
한 곳을 통해 투표용지를 반납할 수 있습니다. ocvote.gov/options에서 모든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	 투표 센터 투표: 저희는 현장투표가 가능한 180개 이상의 전체 서비스 투표 센터를 카운티 전역에 걸쳐 
운영할 것입니다. 특정 센터들은 5월 28일부터 매일 운영되며 모든 투표 센터들은 6월 4일부터 6월 7
일까지 운영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느 곳에서나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 및 운영 일시는 
ocvote.gov/votecenter를 참조하십시오.

선거일은 11일간 지속됩니다. 6월 7일에는 대기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찍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모든 오렌지 카운티 유권자분들께 편리하고 안전한 투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국 
웹사이트 ocvote.gov에는 투표 센터와 보안된 투표용지 투입함 지도 및 운영되고 있는 투표 센터에서의 대기 
시간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OC Ballot Express로 우편투표용지 추적 알림 수신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고: 연방 상원의원 및 주 전역 헌법상의 공직 후보자들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별도의 주 유권자 정보 가이드가 
우편으로 발송될 것입니다.

진심을 담아, 

Bob Page (밥 페이지) 
선거관리국장

*우편 지연을 피해 우편투표용지를 일찍 반납하십시오 - 우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2022년 6월 7일 오후 8시까지 보안된 투표용지 
투입함에 투표용지를 반납하거나 어느 투표 센터에나 직접 투표용지를 반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714) 567-7600 또는 ocvote.gov/help로 문의하십시오

@ocregistrar facebook.com/ocrovocvote.govocregistr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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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이후 유권자 등록을 해도 투표가 가능한가요?
네. 조건부 유권자등록은 캘리포니아 유자격 유권자의 15일 등록마감 시한을 연장하고, 선거일 기준 14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1300 S. Grand Ave., Bldg C, Santa Ana, 92705에 위치한 선거관리국 사무실 또는 어느 투표 센터에서나 유권자등록을 하고 
잠정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ocvote.gov/conditional-voter-reg를 참조하십시오

오렌지 카운티 내 다른 주소로 이사한 경우 투표할 수 있나요? 
네. 다만 위 마감일까지 새로운 주소지로 유권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의 장소에서 투표하고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선거관리국 사무실; 또는

• 투표 센터 어느 곳에서나

유권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ocvote.gov/verify를 방문하십시오. 온라인 유권자 등록은 registertovote.ca.gov를 
방문하십시오.

지난 4년간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 투표할 수 있나요?
거주지 확인:
지난 4년 간 어떤 선거에도 투표를 하지 않았고, 동 기간 중 거주지 주소, 이름, 또는 선호 정당을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 
활동유권자 명단에 남아 있으며 선거자료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도록 거주지 주소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ocvote.gov/confirm에 방문하여 거주지 주소를 확인하십시오.

 투표 센터에서의 장애인 유권자 지원
모든 투표 센터의 접근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투표 센터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합니다:

• 기표를 돕는 장애인용 투표 기기

• 화상전화를 통한 영어 수화지원

• 가두 종이 투표

• 기타 요청에 따른 지원
 
투표지에 직접 기표가 불가능한 유권자들은 투표보조를 위해 최대 두 사람까지 동반하실 수 있습니다 (§ 14282 (b)).

저희는 장애가 있는 유권자들의 원활한 투표 경험을 위해 도움을 드릴 것이며 6월 7일 주 전체 예비선거 이전에 조치를 취해야 할 
사안이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저희는 모든 유권자가 독립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도움이 필요하시면  
714-567-7600이나 1-888-628-6837로 저희 사무실에 전화주십시오.

또한 주 전역 투표 핫라인을 운영하는 장애인 권리 캘리포니아 (Disability Rights California)에 1-888-569-7955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정보!!
주요 일정

5월/6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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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8 9 10 11

2022년 5월 9일 월요일
우편투표용지 발송 시작

2022년 5월 23일 월요일
유권자등록 마감일

2022년 5월 28일 토요일
특정 투표 센터 개장

2022년 6월 4일 토요일
모든 투표 센터 개장

2022년 6월 7일 화요일
선거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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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이전에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내 모든 유권자는 우편투표 용지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후 기표한 후 우편으로 반송하거나 어느 투표센터에서나 
또는 투표용지 투입함에나 직접 반납할 수 있습니다. 우편투표용지는 6월 7일까지 우편소인이 찍히거나 투표 센터 또는 투표용지 
투입함 중 한 곳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우편투표용지 반납 방법
기표 후, 공식 봉투의 안내를 따라 서명 후 우편요금이 지불된 봉투에 넣어 봉인하십시오.  

귀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반납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일인 6월 7일까지 우편 소인이 찍히도록 투표용지를 발송

• 오렌지 카운티 내 어느 투표용지 투입함에나 반납. 자세한 사항은 ocvote.gov/dropbox를 참조하십시오 

• 오렌지 카운티 내 어느 투표 센터에나 반납. 자세한 사항은 ocvote.gov/votecenter를 참조하십시오

•  오렌지 카운티 선거관리국으로 직접 전달:

1300 S Grand Ave., Bldg. C  
Santa Ana, CA 92705

만약 투표용지를 직접 제출할 수 없으면, 귀하의 우편투표 회송용 봉투를 사용해 귀하가 신뢰하는 타인에게 투표지 제출을 
위임하십시오.

만약 귀하가 투표 센터에 투표용지를 반납할 경우, 직원이 귀하의 봉투가 바르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원거리 이용 우편투표용지
어느 유권자나 인증된 원거리 이용 우편투표용지 (RAVBM) 시스템을 이용해 기표할 수 있습니다.  이 전자 투표용지는 유권자의 
컴퓨터에 다운로드되고, 유권자의 개인 컴퓨터 또는 지원기기를 이용해 기표되며, 전자 투표용지에 담겨 있는 안내를 따라 
인쇄되고 반납될 수 있습니다. 

원거리 이용 우편투표용지를 이용하시려면, ocvote.gov/ravbm을 방문하십시오

자세한 사항 또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 714-567-7600으로 선거관리국에 연락

• ravbm@rov.ocvote.gov으로 이메일 연락

• 선거관리국 사무실 방문:

1300 S Grand Ave., Bldg. C 
Santa Ana, CA 92705

2002년 제정된 연방 선거지원법에 따라 유권자는 선거일 기준 7일 이전까지 카운티 선거 공무원에게 장애인 유권자가 
개인적이고 독립적으로 기표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를 발송 또는 전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52 U.S.C. Sec. 20901 이하 
참조). 

 
교체 투표용지
교체 투표용지가 필요하실 경우, 다음 중 한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ocvote.gov/replacement을=를 통한 온라인 요청 (투표용지가 발송된 이후부터 선거일 7일 전까지 이용 가능).

• 714-567-7600으로 전화 요청 (투표용지가 발송된 이후부터 선거일 7일 전까지 이용 가능).

• 현장 투표 기간동안 어느 투표센터에서나 요청 (본 안내서에서 운영 시간 및 장소를 확인하십시오).

참고: 우편투표용지는 5월 9일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송달 소요 시간을 감안해 주십시오. 

 
우편투표와 관련해 질문이 있으신가요? 

전화주십시오:  (714) 567-7600 | 1-888-628-6837

우편투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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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캘리포니아 예비선거 3

캘리포니아에서는 예비선거가 어떻게 실시되나요?
예비선거에서 유권자들은 11월 총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을 선택합니다.  

2022년 6월 7일 주 전체 직접 예비선거에서 귀하의 투표용지에는 유권자 지명 및 정당과 무관한 선출직 경선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득표율 상위 두명 후보 지명 예비선거에서는, 선호 정당과 관계없이 아무 후보에게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유권자들은 득표율 상위 두명 후보 지명 예비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어느 후보에게나 투표하거나 기명 후보자의 이름을 써 넣을 수 있습니다.

• 후보자의 정당 선호는 후보자의 이름과 함께 표시됩니다. 후보자가 정당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시, 정당 선호는 “없음” 
으로 기재됩니다.

• 득표율 상위 두명 후보는 11월 총선거에 진출합니다. 득표율 상위 두명 후보가 동일한 정당 소속일 수도 있습니다.

정당과 무관한 예비선거시 주, 카운티, 또는 지방 선출직의 경우, 모든 유권자들은 어느 후보에게든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들의 정당 선호는 투표용지에 표기되지 않습니다.

• 한 후보자가 예비선거에서 50%에 추가로 1표 이상을 득표하면, 동 후보자는 당선됩니다.

• 어느 후보도 50%에 추가로 1표 이상을 받지 못하면,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카운티 교육위원을 제외하고는, 득표율 
상위 두 명 후보들이 11월 총선거에서 결선을 치르게 되며 다득표자가 당선됩니다.

왜 “득표율 상위 두 명 후보 지명 예비선거”가 실시되나요?
2010년 6월 8일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에 의해 통과된 발의안 14는 득표율 상위 두 명 후보 지명 공개 예비선거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예비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 두 명의 이름이 정당선호에 관계없이 총선거 투표지에 올라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득표율 상위 두명 후보 지명 예비선거
유권자 지명 선출직

주, 카운티 또는 지방 선출직
정당과 무관한 선출직

연방 하원의원

연방 상원의원

주 헌법상의 공직

주 상원의원

주 하원의원

주 공교육 교육감

카운티 수퍼바이저 

수퍼리어 법원 판사

카운티 교육위원

카운티 공직

섹션



주 법에 따른 필수 언어 지원 안내

자격이 되는 투표구의 참고용 투표용지가 타갈로그어, 페르시아어, 힌디어, 일본어, 구자라티어로 번역되어 오렌지 카운티 내 모든 
투표 센터에 마련됩니다. 또한 투표 센터에서 우편투표용지를 직접 반납할 수 있습니다. 시간 및 장소는 이 안내서의 투표 센터 
장소 섹션 또는 ocvote.gov/voting을 참조해 주십시오.

선거일 기준 7일 이전까지 유권자는 카운티 선거 공무원에게 스페인어, 베트남어, 중국어, 또는 한국어로 된 우편투표용지, 또는 
자격이 되는 투표구에 한해 타갈로그어, 페르시아어, 힌디어, 일본어, 또는 구자라티어로 번역된 참고용 투표용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투표구의 유권자는 본 안내서에 포함된 우편요금이 지불된 엽서나 아래와 같이 선거관리국에 연락해 참고용 투표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14) 567-7600 | P.O. Box 11809, Santa Ana, CA 92711 | ocvote.gov/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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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유권자 지원 4
ENGLISH 

Translated reference ballots in Tagalog, Farsi (Persian), Hindi, Japanese, and Gujarati of eligible precincts will be 
available at all Vote Centers in Orange County. You may also cast a Vote-by-Mail ballot in person at a Vote Center. For 
hours and locations, turn to the Vote Center Locations section of this guide or visit ocvote.com/voting. 

No later than seven days before the day of the election, the voter may request a vote-by-mail ballot in Spanish, 
Vietnamese, Chinese or Korean, or a translated reference ballot in Tagalog, Farsi (Persian), Hindi, Japanese, or Gujarati 
for voters in eligible precincts. 

Voters in eligible precincts may request a translated reference ballot through the included postage-paid postcard, or 
contact our office at: 

(714) 567-7600 | P.O. Box 11809, Santa Ana, CA 92711 | ocvote.com/language 

 

TAGALOG 

 
Ang mga isinaling masasangguning balota sa Tagalog, Farsi (Persian), Hindi, Hapon, at Gujarati ng mga karapat-dapat na 
presinto ay makukuha sa lahat ng Sentro ng Pagboto sa County ng Orange. Maaari mo ring botohan ang isang balota ng 
Pagboto sa Pamamagitan ng Koreo nang personal sa isang Sentro ng Pagboto. Para sa mga oras at lokasyon, pumunta sa 
seksyon na Mga Lokasyon ng Sentro ng Pagboto ng patnubay na ito o bisitahin ang ocvote.gov/voting.  
 
Hindi lalampas sa pitong araw bago ang araw ng halalan, ang botante ay maaaring humiling ng isang balota ng pagboto sa 
pamamagitan ng koreo sa Espanyol, Biyetnamis, Tsino o Koreano, o isang isinaling masasangguning balota sa Tagalog, Farsi 
(Persian), Hindi, Hapon, o Gujarati para sa mga botante sa mga karapat-dapat na presinto.  
 
Ang mga botante sa mga karapat-dapat na presinto ay maaaring humiling ng isinaling masasangguning balota sa pamamagitan 
ng kasamang postcard na bayad na ang selyo, o kontakin  ang aming opisina sa: 
 

(714) 567-7600 | P.O. Box 11809, Santa Ana, CA 92711 | ocvote.gov/language 
 

 

ENGLISH 

Translated reference ballots in Tagalog, Farsi (Persian), Hindi, Japanese, and Gujarati of eligible precincts will be 
available at all Vote Centers in Orange County. You may also cast a Vote-by-Mail ballot in person at a Vote Center. For 
hours and locations, turn to the Vote Center Locations section of this guide or visit ocvote.com/voting. 

No later than seven days before the day of the election, the voter may request a vote-by-mail ballot in Spanish, 
Vietnamese, Chinese or Korean, or a translated reference ballot in Tagalog, Farsi (Persian), Hindi, Japanese, or Gujarati 
for voters in eligible precincts. 

Voters in eligible precincts may request a translated reference ballot through the included postage-paid postcard, or 
contact our office at: 

(714) 567-7600 | P.O. Box 11809, Santa Ana, CA 92711 | ocvote.com/language 

 

FARSI 

برای حوزه ھای واجد شرایط در تمام مراکز رأی گیری حومھ   و  برگھ ھای انتخاباتی بھ تاگالوگ، فارسی، ھندی، ژاپنی، و گوجراتی ترجمھ شدهنمونھ 
بھ صورت حضوری در یک مرکز رأی گیری بیاندازید. و یا طریق پست  از اورنج کانتی در دسترس خواھند بود. ھمچنین می توانید برگھ رأی خود را

  ocvote.gov/votingراھنما مراجعھ نمایید یا از این  بخش محل مراکز رای گیری درمحل ھای رای گیری و ساعات کار، بھ  مشخص کردن برای 
 بازدید کنید. 

 
ترجمھ شده   حداکثر ھفت روز قبل از انتخابات، رأی دھنده می تواند یک برگھ رأی از طریق پست بھ اسپانیولی، ویتنامی، چینی یا کره ای، یا یک نمونھ

 در حوزه ھای واجد شرایط درخواست نماید. ادناتی برای رأی داز برگھ رأی بھ زبان تاگالوگ، فارسی، ھندی، ژاپنی یا گوجر
 

پرداخت شده و ضمیمھ شده، یک نمونھ برگھ رأی ترجمھ شده  ش رأی دھندگان در حوزه ھای واجد شرایط می توانند از طریق کارت پستال با ھزینھ پی 
 درخواست کنند، یا با دفتر ما از طریق زیر تماس بگیرن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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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전화
유권자는 더불어 모든 투표 센터에서 화상 전화를 통한 언어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언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스페인어, 베트남어, 중국어, 한국어, 미국식 수화 (ASL).

ENGLISH 

Translated reference ballots in Tagalog, Farsi (Persian), Hindi, Japanese, and Gujarati of eligible precincts will be 
available at all Vote Centers in Orange County. You may also cast a Vote-by-Mail ballot in person at a Vote Center. For 
hours and locations, turn to the Vote Center Locations section of this guide or visit ocvote.com/voting. 

No later than seven days before the day of the election, the voter may request a vote-by-mail ballot in Spanish, 
Vietnamese, Chinese or Korean, or a translated reference ballot in Tagalog, Farsi (Persian), Hindi, Japanese, or Gujarati 
for voters in eligible precincts. 

Voters in eligible precincts may request a translated reference ballot through the included postage-paid postcard, or 
contact our office at: 

(714) 567-7600 | P.O. Box 11809, Santa Ana, CA 92711 | ocvote.com/language 

 

HINDI 

टैगालोग फ़ारसी (प�शर्यन), �हदं�, जापानी और गुजराती म� योग्य इलाक� के अनुवा�दत संदभर् मतपत्र ऑर�ज काउंट� के सभी मतदान क� द्र� म� 
उपलब्ध ह�गे। आप �कसी मतदान क� द्र म� व्यिक्तगत रूप से डाक मतपत्र द्वारा मतदान भी कर सकते ह�। समय और �ठकान� के �लए, इस 

मागर्द�शर्का के मतदान क� द्र �ठकाना अनुभाग पर जाएं या ocvote.gov/voting पर जाएं। 

चुनाव के �दन से सात �दन के अंदर, मतदाता स्पे�नश, �वयतनामी, चीनी या को�रयाई म� डाक-द्वारा-मतदान करने के मतपत्र या योग्य इलाक� 
के मतदाताओं के �लए टैगालोग फ़ारसी (प�शर्यन), �हदं�, जापानी, या गुजराती म� एक अनुवा�दत संदभर् मतपत्र का अनुरोध कर सकता है। 

योग्य इलाक� के मतदाता शा�मल �कए गए डाक-खचर् अदा �कए हुए पोस्टकाडर् के ज�रए या हमारे कायार्लय से �नम्न पर सम्पकर्  
करके अनुवा�दत संदभर् मतपत्र के �लए अनुरोध कर सकते ह�: 

(714) 567-7600 | P.O. Box 11809, Santa Ana, CA 92711 | ocvote.gov/language 
 

ENGLISH 

Translated reference ballots in Tagalog, Farsi (Persian), Hindi, Japanese, and Gujarati of eligible precincts will be 
available at all Vote Centers in Orange County. You may also cast a Vote-by-Mail ballot in person at a Vote Center. For 
hours and locations, turn to the Vote Center Locations section of this guide or visit ocvote.com/voting. 

No later than seven days before the day of the election, the voter may request a vote-by-mail ballot in Spanish, 
Vietnamese, Chinese or Korean, or a translated reference ballot in Tagalog, Farsi (Persian), Hindi, Japanese, or Gujarati 
for voters in eligible precincts. 

Voters in eligible precincts may request a translated reference ballot through the included postage-paid postcard, or 
contact our office at: 

(714) 567-7600 | P.O. Box 11809, Santa Ana, CA 92711 | ocvote.com/language 

 

GUJARATI 

ઓર�જ કાઉન્ટ�ના બધા મતદાન ક�ન્દ્રો પર તાગાલોગ, ફારસી (પસ�યન), �હન્દ�, �પાનીઝ, અને �જુરાતીમા ંલાયક ક્ષેત્રના ભાષાતંર કર�લ 

સદંભર્ના મતપત્રકો ઉપલબ્ધ હશે. તમે મતદાન ક�ન્દ્રમા ંવ્ય�ક્તગત ર�તે પત્ર - મત મતપત્રક પણ આપી શકો છો. કલાકો અને સ્થળો માટ�, આ 

માગર્દિશ�કાના મત ક�ન્દ્ર સ્થળના િવભાગો તરફ વળો અથવા ocvote.gov/voting ની �લુાકાત લો. 

� ૂટંણીના �દવસ પહ�લાના સાત �દવસ પહ�લા,ં મતદાર સ્પેિનશ, િવયેતનામીઝ, ચાઇનીઝ અથવા કો�રયન, અથવા તાગાલોગ, ફારસી 

(પસ�યન), �હન્દ�, �પાનીઝ, અથવા �જુરાતીમા ંભાષાતંર સદંભર્ મતપત્ર અથવા પત્ર દ્વારા મતદાન કરવા માટ� િવનતંી કર� શક� છે. 

લાયક મતક્ષેત્રના મતદારો આ જોડ�લ પોસ્ટ�જ પેઇડ પોસ્ટકાડર્ દ્વારા અથવા નીચે આપેલ સરનામા ંપરની અમાર� ઓ�ફસનો સપંકર્ 

કર�ને અ�વુા�દત સદંભર્ મતપત્રની િવનતંી કર� શક� છે: 

(714) 567-7600 | P.O. Box 11809, Santa Ana, CA 92711 | ocvote.gov/language 

 
 

ENGLISH 

Translated reference ballots in Tagalog, Farsi (Persian), Hindi, Japanese, and Gujarati of eligible precincts will be 
available at all Vote Centers in Orange County. You may also cast a Vote-by-Mail ballot in person at a Vote Center. For 
hours and locations, turn to the Vote Center Locations section of this guide or visit ocvote.com/voting. 

No later than seven days before the day of the election, the voter may request a vote-by-mail ballot in Spanish, 
Vietnamese, Chinese or Korean, or a translated reference ballot in Tagalog, Farsi (Persian), Hindi, Japanese, or Gujarati 
for voters in eligible precincts. 

Voters in eligible precincts may request a translated reference ballot through the included postage-paid postcard, or 
contact our office at: 

(714) 567-7600 | P.O. Box 11809, Santa Ana, CA 92711 | ocvote.com/language 

 

JAPANESE 

タガログ語、ペルシャ語、ヒンディー語、日本語、グジャラート語に翻訳された投票用紙は、オレンジ郡のすべての

投票センターで入手することができます。また、投票センターで直接、郵便投票用紙を投函することもできます。時

間と場所については、本ガイドの「投票センターの場所」をご覧いただくか、ocvote.gov/votingをご覧ください。 

有権者は、選挙当日の7日前までに、スペイン語、ベトナム語、中国語、韓国語の郵便投票用紙を、あるいはタガログ

語、ペルシャ語、ヒンディー語、日本語、グジャラート語に翻訳された投票用紙を、該当の選挙区で請求することが

できます。 

該当選挙区の有権者は、添付された切手不要のはがきを使って、または下記の当事務局あてに連絡して、翻訳された

投票用紙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ます。    

(714) 567-7600 | P.O. Box 11809, Santa Ana, CA 92711 | ocvote.gov/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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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 (본 안내서)

카운티 및 지역 경선과 법안에 관한 정보가 이 안내서에 
담겨있습니다 (귀하의 투표용지는 아래 열거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ocvote.gov/voterguide 

경선 및 후보자 선거공약서

연방 하원의원

주 상원의원 
주 하원의원

수퍼리어 법원 판사

카운티 수퍼바이저 
카운티 교육위원 
카운티 공직 

법안

지역 발의안 (해당될 경우)

 

캘리포니아 유권자 정보 안내서

해당될 경우, 주정부에서 발송한 안내서에 주 법률발의안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voterguide.sos.ca.gov

 

후보자 선거공약서

연방 상원의원 (전체 임기) 
연방 상원의원 (부분/잔여 임기)

주 헌법상의 공직

이 안내서에는 무엇이 담겨있나요?

All voters receive 
this guide in 
English—translated 
materials are sent 
later. Need Chinese, 
Korean, Spanish or 
Vietnamese?  
Call 714-567-7600.

Tất cả cử tri nhận được 
tập hướng dẫn này bằng 
tiếng Anh—những tài liệu 
phiên dịch sẽ được gửi ra 
sau. Cần tài liệu bằng tiếng 
Trung Hoa, Đại Hàn, Tây 
Ban Nha hoặc Việt Nam? 
Xin gọi 714-567-7600.

Todos los votantes 
reciben esta guía en 
inglés. Los materiales 
traducidos se enviarán 
después. ¿Necesitas 
una guía en el idioma 
chino, coreano, español 
o vietnamita? Llama al 
714-567-7600.

모든 유권자들은 영어로 
된 이 안내서를 받습니다 
— 번역된 자료들은 
나중에 우송됩니다.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아니면 월남어로 된 
선거자료가 필요하세요? 
714-567-7600으로 
전화하세요.

所有選民都會收到這

本英文指南—翻譯的

資料會稍後寄達。需

要中文、韓文、西班

牙文或越南文？請致

電714-567-7600。

TUESDAY, June 7, 2022
Vote-by-mail voting begins May 9th

Orange County’s Voter Information Guide

Voting at home, expanded voting days, or in-person voting. 
Full details at ocvote.gov/votecenter

Orange County Registrar of Voters      |      1300 South Grand Avenue      |      Building C      |      Santa Ana, CA  92705      |      714.567.7600

VOTING OPTIONS AND DETAILS INSIDE!   

or vote in-person 
at select Vote Centers
May 28 - June 7, 2022

Consider voting at home – 
your ballot will arrive soon
through the mail

Multiple options for 
returning your ballot – via 
secure drop box or by mail

CALIFORNIA
STATEWIDE DIRECT

PRIMARY
ELECTION

EXPLORE YOUR VOTING OPTIONS!

DETAILS INSIDE Primary 
Election 
Tuesday, June 7, 2022

Official  
Voter  

Information 
Guide

Polls Are Open From 7:00 a.m. to 8:00 p.m. 
on Election Day!

Every registered 
voter in California 
will receive a vote-
by-mail ballot in the 
Primary Election. 
County elections 
officials will begin 
mailing vote-by-mail 
ballots on or before 
May 9.

Drop boxes open 
May 10.

In-person voting 
options will be 
available in all 
counties.

Learn more inside.

VOTE SAFE 
CALIFORNIA

Certificate of Correctness

I, Shirley N. Weber, Secretary  
of State of the State of California, 
do hereby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included herein will 
be submitted to the electors 
of the State of California at 
the Primary Election to be 
held throughout the State 
on June 7, 2022, and that 
this guide has been correctly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Witness my hand and 
the Great Seal of the State in 
Sacramento, California, this 
14th day of March, 2022.

Shirley N. Weber, Ph.D. 
Secretary of State

You may request additional copies of the Official Voter Information Guide by contacting your county elections official or by calling (800) 345-VOTE (8683).★★

귀하는 이번 선거 시 두 가지 안내 자료를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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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지명 선출직
정당들은 가주 무작위 알파벳 추첨 순서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평화자유당 녹색당 공화당 민주당

주지사 Luis J. Rodriguez Luis J. Rodriguez 지지 후보 없음 Gavin Newsom

부지사 Mohammad Arif 지지 후보 없음 지지 후보 없음 Eleni Kounalakis

총무처 장관 Gary N. Blenner Gary N. Blenner 지지 후보 없음 Dr. Shirley Weber

법무부 장관 Dan Kapelovitz Dan Kapelovitz 지지 후보 없음 Rob Bonta

재무부 장관 Meghann Adams Meghann Adams 지지 후보 없음 Fiona Ma

회계감사원장 Laura Wells Laura Wells 지지 후보 없음 Malia Cohen

보험청장 Nathalie Hrizi Nathalie Hrizi 지지 후보 없음 Ricardo Lara

공교육 교육감 지지 후보 없음 지지 후보 없음 지지 후보 없음 Tony Thurmond

조세형평위원회 제4선거구 지지 후보 없음 지지 후보 없음 지지 후보 없음 Mike Schaefer

연방 상원 John Thompson 
Parker

John Thompson 
Parker 지지 후보 없음 지지 후보 없음

연방 하원

연방 하원 제38선거구 지지 후보 없음 지지 후보 없음 지지 후보 없음 Linda Sánchez

연방 하원 제40선거구 지지 후보 없음 지지 후보 없음 Young Kim Asif Mahmood

연방 하원 제45선거구 지지 후보 없음 지지 후보 없음 Michelle Steel Jay Chen

연방 하원 제46선거구 지지 후보 없음 지지 후보 없음 Chris Gonzales Lou Correa

연방 하원 제47선거구 지지 후보 없음 지지 후보 없음 Scott Baugh Katie Porter

연방 하원 제49선거구 지지 후보 없음 지지 후보 없음 Brian Maryott Mike Levin

주 상원

주 상원 제30선거구 지지 후보 없음 지지 후보 없음 지지 후보 없음 Bob Archuleta

주 상원 제32선거구 지지 후보 없음 지지 후보 없음 Kelly Seyarto 지지 후보 없음

주 상원 제34선거구 지지 후보 없음 지지 후보 없음 지지 후보 없음 Tom Umberg

주 상원 제36선거구 지지 후보 없음 지지 후보 없음 Janet Nguyen Kim Carr

주 상원 제38선거구 지지 후보 없음 지지 후보 없음 지지 후보 없음 Catherine Blakespear

주 하원

주 하원 제59선거구 지지 후보 없음 지지 후보 없음 Phillip Chen 지지 후보 없음

주 하원 제64선거구 지지 후보 없음 지지 후보 없음 지지 후보 없음 지지 후보 없음

주 하원 제67선거구 지지 후보 없음 지지 후보 없음 지지 후보 없음 Sharon Quirk-Silva

주 하원 제68선거구 지지 후보 없음 지지 후보 없음 Mike Tardif 지지 후보 없음

주 하원 제70선거구 지지 후보 없음 지지 후보 없음 지지 후보 없음 Diedre Thu-Ha 
Nguyen

주 하원 제71선거구 지지 후보 없음 지지 후보 없음 지지 후보 없음 지지 후보 없음

주 하원 제72선거구 지지 후보 없음 지지 후보 없음 Diane Dixon Judie Mancuso

주 하원 제73선거구 지지 후보 없음 지지 후보 없음 Steven Choi Cottie Petrie-Norris

주 하원 제74선거구 지지 후보 없음 지지 후보 없음 Laurie Davies Chris Duncan

자유당과 미국독립당은 지지하는 후보가 없습니다.

정당별 지지 후보 6
섹션



투표 센터 장소 7
5월 28일 - 6월 3일, 오전 8시-오후 5시  |  6월 4일 - 6일, 오전 8시-오후 8시 | 6월 7일, 오전 7시-오후 8시

ALISO VIEJO

Aliso Viejo 공공도서관* 5월 28일 개장 1 Journey Pacific Park Dr의 코너 

Iglesia 공원 커뮤니티 센터 6월 4일 개장 24671 Via Iglesia Calle Cortez 근방에서 진입

미국 Soka 대학교, 창립자 회관 6월 4일 개장 1 University Dr Wood Canyon Dr 근방 (Lot A에 주차)

ANAHEIM

다운타운 Anaheim 청소년 센터 5월 28일 개장 225 S Philadelphia St Center St에서 진입, Anaheim Blvd의 동쪽

동 Anaheim 커뮤니티 센터 5월 28일 개장 8201 E Santa Ana Canyon Rd Weir Canyon Rd의 서쪽

서 Anaheim 청소년 센터* 5월 28일 개장 320 S Beach Blvd Lincoln Ave와 Orange Ave의 사이

Anaheim 초등학교 교육구* 6월 4일 개장 1001 S East St Vermont Ave와 Ball Rd의 사이

Anaheim 연합 고등학교 교육구 6월 4일 개장 501 N Crescent Way Brookhurst St와 Lincoln Ave의 사이

Anaheim 연합감리교회 6월 4일 개장 1000 S State College Blvd E Wagner Ave의 코너

Brookhurst 커뮤니티 센터 6월 4일 개장 2271 W Crescent Ave Brookhurst St와 Gilbert St의 사이

Canyon Hills 공공도서관* 6월 4일 개장 400 S Scout Trl Nohl Ranch Rd 근방

City 교회 6월 4일 개장 701 W Broadway Harbor Blvd와 West St의 사이

Haskett 공공도서관 6월 4일 개장 2650 W Broadway Magnolia Ave와 Dale Ave의 사이

Key 캠퍼스 6월 4일 개장 2000 W Ball Rd Brookhurst St와 Euclid St의 사이

Ponderosa 공원 가정 지원 센터 6월 4일 개장 320 E Orangewood Ave Haster St와 Lewis St의 사이

Savanna 교육구 빌딩 6월 4일 개장 1330 S Knott Ave Ball Rd와 Cerritos Ave의 사이

St. Anthony Mary Claret 성당 6월 4일 개장 1450 E La Palma Ave State College Blvd와 East St의 사이

Anaheim 구세군 적십자 6월 4일 개장 1515 W North St N Loara St의 코너

West Coast 이슬람 협회 6월 4일 개장 1717 S Brookhurst St Katella Ave와 Cerritos Ave의 사이

Zion 루터런 교회 6월 4일 개장 222 N East St Lincoln Ave와 Sycamore St의 사이

BREA

Brea 시청사 및 문화센터 5월 28일 개장 1 Civic Center Cir E Birch St 근방

Brea 커뮤니티 센터 6월 4일 개장 695 Madison Way Randolph Ave와 Poplar Ave의 사이

Brea 플라자 쇼핑 센터 #439 6월 4일 개장 439 S Associated Rd Starbucks와 DSW Store 옆

BUENA PARK

Buena Park 커뮤니티 센터* 5월 28일 개장 6688 Beach Blvd 시청 뒤, Pinchot Ct

Buena Park 도서관 지구, 지하층 6월 4일 개장 7150 La Palma Ave Knott Ave와 Western Ave의 사이

Guidestone 교회 6월 4일 개장 5600 Crescent Ave Walker St와 Valley View St의 사이

Hampton Inn & Suites Buena Park 6월 4일 개장 7307 Artesia Blvd Beach Blvd와 5 FWY의 사이

Messiah 루터런 교회 6월 4일 개장 6625 Dale St Whitaker St와 Orangethorpe Ave의 사이

COSTA MESA

Costa Mesa 시니어 센터* 5월 28일 개장 695 W 19th St Pomona Ave의 코너

Balearic 커뮤니티 센터 6월 4일 개장 1975 Balearic Dr Shantar Dr 근방, Adams Ave의 북쪽

Coast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6월 4일 개장 1370 Adams Ave Harbor Blvd와 Fairview Rd의 사이

Costa Mesa 시청* 6월 4일 개장 77 Fair Dr Newport Blvd와 Vanguard Way의 사이

Norma Hertzog 커뮤니티 센터 6월 4일 개장 1845 Park Ave 18th St와 19th St의 사이

Sofia 대학교 6월 4일 개장 3333 Harbor Blvd Law Court 근방에서 진입

CYPRESS

Cypress 커뮤니티 센터 5월 28일 개장 5700 Orange Ave Valley View St와 Walker St의 사이

Cypress 칼리지, 공연 예술* 6월 4일 개장 9200 Valley View St Valley View St에서 진입 (Lot 1에 주차)

Cypress 시니어 센터 6월 4일 개장 9031 Grindlay St Lincoln Ave 근방

DANA POINT

Dana Point 커뮤니티 센터* 5월 28일 개장 34052 Del Obispo St PCH와 Stonehill Dr의 사이

Dana Point 공공도서관 6월 4일 개장 33841 Niguel Rd PCH와 Stonehill Dr의 사이

OC Sailing & Events Center 6월 4일 개장 34451 Ensenada Pl Dana Point Harbor Dr 근방

*드라이브스루 투표용지 반납 가능
모든 투표 센터 장소들이 포함된 전체 목록은 ocvote.gov/votecenter를 참조하십시오

섹션



투표 센터 장소 7
5월 28일 - 6월 3일, 오전 8시-오후 5시  |  6월 4일 - 6일, 오전 8시-오후 8시 | 6월 7일, 오전 7시-오후 8시

FOUNTAIN VALLEY

Mile Square 공원의 Freedom 회관* 5월 28일 개장 16801 Euclid St Edinger Ave와 Ward St에서 진입 (Lot E에 주차)

Fountain Valley 레크리에이션 센터 6월 4일 개장 16400 Brookhurst St Heil Ave와 Edinger Ave의 사이

Fountain Valley 교육구, 2층 6월 4일 개장 10055 Slater Ave Brookhurst St와 Ward St의 사이

The Center at Founders Village 6월 4일 개장 17967 Bushard St Talbert Ave의 코너

FULLERTON

CSUF Titan 학생 연합* 5월 28일 개장 800 N State College Blvd Dorothy Ln에서 진입 (주차장 사용)

Fullerton 공공도서관* 5월 28일 개장 353 W Commonwealth Ave Library Ln 근방

First Evangelical Free 교회 북 캠퍼스 6월 4일 개장 2904 Brea Blvd Ste 100 Rolling Hills Dr 근방

Fullerton 합동 연합 고등학교 교육구 6월 4일 개장 1051 W Bastanchury Rd Euclid St와 Parks Rd의 사이

Orangethorpe 공원 액티비티 빌딩 6월 4일 개장 1414 S Brookhurst Rd W Roberta Ave의 코너

Public Works 정비 야드 6월 4일 개장 1580 W Commonwealth Ave Basque Ave의 코너

St. Andrews Episcopal 교회 6월 4일 개장 1231 E Chapman Ave Victoria Dr와 N Raymond Ave의 사이

GARDEN GROVE

Garden Grove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센터 5월 28일 개장 13641 Deodara Dr Westminster Blvd 근방, Magnolia St의 동쪽

West Haven 공원* 5월 28일 개장 12252 West St Lampson Ave와 Chapman Ave의 사이

Assistance League of Garden Grove 6월 4일 개장 10932 Trask Ave Euclid St와 Taft Ave의 사이

Chapman-Hettinga 교육 센터* 6월 4일 개장 11852 Knott St Chapman Ave와 Orangewood Ave의 사이

CTS 시멘트 제조사 6월 4일 개장 12442 Knott St Lampson Ave와 Chapman Ave의 사이

Dimond & Shannon 장의사 6월 4일 개장 10630 Chapman Ave Brookhurst St와 Euclid St의 사이

Garden Grove Host 라이온스 클럽 6월 4일 개장 9860 Larson Ave Garden Grove Blvd와 Kerry St의 근방

GGUSD 정비 센터 6월 4일 개장 8211 Lampson Ave Beach Blvd와 Dale St의 사이

Our Redeemer 교회 6월 4일 개장 12301 Magnolia St Lampson Ave와 Chapman Ave의 사이

HUNTINGTON BEACH

Edison 커뮤니티 센터* 5월 28일 개장 21377 Magnolia St Hamilton Ave와 Atlanta Ave의 사이

Huntington Beach 중앙 도서관* 5월 28일 개장 7111 Talbert Ave Goldenwest St와 Gothard St의 사이

Murdy 커뮤니티 센터* 5월 28일 개장 7000 Norma Dr Goldenwest St 근방, Heil Ave의 남쪽

시 체육관 및 수영장 6월 4일 개장 1600 Palm Ave 17th St와 14th St의 사이

Golden West 칼리지 - RCJTC 6월 4일 개장 15744 Goldenwest St Gothard St와 Center Ave (Lot H 사용)

Huntington Beach 시청사, 지하층 6월 4일 개장 2000 Main St Yorktown Ave와 Utica Ave의 사이

IAMAW District Lodge 725, 2층 6월 4일 개장 5402 Bolsa Ave Bolsa Chica St와 Springdale St의 사이

Main Street 공공도서관 6월 4일 개장 525 Main St 6th St의 코너

Ocean View 지구 사무실 6월 4일 개장 17200 Pinehurst Ln Slater Ave와 Warner Ave의 사이

Resurrection 루터런 교회 6월 4일 개장 9812 Hamilton Ave Bushard St와 Brookhurst St의 사이

St. Wilfrid's 성공회 6월 4일 개장 18631 Chapel Ln Ellis Ave 근방

Surf City 교회 6월 4일 개장 2721 Delaware St 17th St의 코너

The Connection 교회 6월 4일 개장 17581 Newland St Talbert Ave와 Slater Ave의 사이

IRVINE

Irvine 시청사* 5월 28일 개장 1 Civic Center Plz Harvard Ave와 Alton Pkwy 코너

Los Olivos 커뮤니티 센터 5월 28일 개장 101 Alfonso Bake Pkwy 근방, Irvine Center Dr의 남쪽

Portola Springs 커뮤니티 센터 5월 28일 개장 900 Tomato Springs Pearblossom과 Portola Pkwy 근방

Creekside 교육 센터 6월 4일 개장 3387 Barranca Pkwy Harvard Ave와 Jamboree Rd의 사이

Cypress 커뮤니티 공원 6월 4일 개장 255 Visions Jeffrey Rd와 Bay Tree의 사이

Deerfield 커뮤니티 센터 6월 4일 개장 55 Deerwood W Irvine Center Dr 근방

Harvard 커뮤니티 센터 6월 4일 개장 14701 Harvard Ave Walnut Ave와 Edinger Ave의 사이

Irvine Valley 칼리지 - 체육관 6월 4일 개장 5500 Irvine Center Dr Irvine Center Dr 진입 (Lot 9에 주차)

Las Lomas 커뮤니티 센터* 6월 4일 개장 10 Federation Way Turtle Ridge Dr 근방

*드라이브스루 투표용지 반납 가능
모든 투표 센터 장소들이 포함된 전체 목록은 ocvote.gov/votecenter를 참조하십시오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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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 - 6월 3일, 오전 8시-오후 5시  |  6월 4일 - 6일, 오전 8시-오후 8시 | 6월 7일, 오전 7시-오후 8시

IRVINE (계속)

Northwood 커뮤니티 센터* 6월 4일 개장 4531 Bryan Ave Yale Ave와 Culver Dr의 사이

Quail Hill 커뮤니티 센터* 6월 4일 개장 39 Shady Canyon Dr Quail Hill Pkwy 근방

UCI Newkirk 동문회관 6월 4일 개장 450 Alumni Ct Mesa Rd 근방 진입

University 커뮤니티 센터 6월 4일 개장 1 Beech Tree Ln University Dr와 Michelson Dr의 사이

University Hills 커뮤니티 센터 6월 4일 개장 1083 California Ave Gabrielino Dr의 코너

Westwood 트레이닝 센터 (IUSD) 6월 4일 개장 1 Liberty Westwood 근방

LA HABRA

La Habra 커뮤니티 센터* 5월 28일 개장 101 W La Habra Blvd Euclid St의 코너

La Habra 시 교육구 6월 4일 개장 500 N Walnut St La Habra Blvd와 Whittier Blvd의 사이

La Habra 연합 감리 교회 6월 4일 개장 631 N Euclid St Whittier Blvd와 La Habra Blvd의 사이

LA PALMA

La Palma 커뮤니티 센터 5월 28일 개장 7821 Walker St La Palma Ave와 Orangethorpe Ave의 사이

LADERA RANCH

Oak Knoll Village 클럽하우스 6월 4일 개장 28192 O'Neill Dr
Crown Valley Pkwy 근방, Antonio Pkwy의 
서쪽

LAGUNA BEACH

Laguna Beach 커뮤니티 & Susi Q 센터 5월 28일 개장 380 3rd St Forest Ave와 Park Ave의 사이

Lang 공원 6월 4일 개장 21540 Wesley Dr Coast Hwy 근방, County Club Dr의 북쪽

LAGUNA HILLS

Laguna Hills 커뮤니티 센터 5월 28일 개장 25555 Alicia Pkwy Paseo De Valencia의 코너

Laguna Hills 시청 6월 4일 개장 24035 El Toro Rd Paseo de Valencia의 동쪽

LAGUNA NIGUEL

Laguna Niguel 시청 5월 28일 개장 30111 Crown Valley Pkwy Alicia Pkwy의 코너

First Church of Christ, 사이언티스트 교회 6월 4일 개장 29012 Aloma Ave Golden Lantern 근방

Marina Hills 레크리에이션 센터 6월 4일 개장 31461 Parc Vista W Marina Hills Dr 근방

Sea Country 시니어 및 커뮤니티 센터* 6월 4일 개장 24602 Aliso Creek Rd Moulton Pkwy의 코너

LAGUNA WOODS

Laguna Woods 시청 5월 28일 개장 24264 El Toro Rd Moulton Pkwy와 Avenida Sevilla의 사이

LAKE FOREST

Lake Forest 시니어센터 클럽하우스* 5월 28일 개장 100 Civic Center Dr Bake Pkwy 근방

El Toro 공공도서관* 6월 4일 개장 24672 Raymond Way El Toro Rd 근방

Foothill Ranch 도서관 (Foothill Ranch) 6월 4일 개장 27002 Cabriole Rue De Fortuna와 Bake Pkwy의 코너

Lake Forest 스포츠 공원 6월 4일 개장 28000 Rancho Pkwy Vista Ter 진입, Lake Forest Dr 근방

LOS ALAMITOS

Los Alamitos 커뮤니티 센터 6월 4일 개장 10911 Oak St Katella Ave 근방, Los Alamitos Blvd의 서쪽

Rush 공원 6월 4일 개장 3021 Blume Dr Montecito Rd와 Foster Rd의 사이

MIDWAY CITY

Midway City 커뮤니티 센터 6월 4일 개장 14900 Park Ln Washington Ave 근방, Newland St의 동쪽

MISSION VIEJO

Mission Viejo 시청* 5월 28일 개장 200 Civic Ctr Marguerite Pkwy와 La Paz Rd의 코너

Hampton Inn & Suites Mission Viejo 6월 4일 개장 28682 Marguerite Pkwy Avery Pkwy 근방

Marketplace At Mission Foothills,  L2호 6월 4일 개장 28715 Los Alisos Blvd Marguerite Pkwy와 241 Toll Rd의 사이

Mission Viejo 그리스도 교회 6월 4일 개장 26558 Marguerite Pkwy Felipe Rd의 코너

Norman P. Murray 커뮤니티 & 시니어 센터 6월 4일 개장 24932 Veterans Way La Paz Rd 근방, Marguerite의 동쪽

오렌지 카운티 이슬람 재단 (OCIF) 6월 4일 개장 23581 Madero Alicia Pkwy의 북쪽, Jeronimo Rd의 동쪽

Saddleback Valley 통합 교육구 6월 4일 개장 25631 Peter A. Hartman Way Alisos Blvd 근방 & Jeronimo Rd

Shepherd of the Hills 6월 4일 개장 26001 Muirlands Blvd La Paz Rd 근방

*드라이브스루 투표용지 반납 가능
모든 투표 센터 장소들이 포함된 전체 목록은 ocvote.gov/votecenter를 참조하십시오

섹션



투표 센터 장소 7
5월 28일 - 6월 3일, 오전 8시-오후 5시  |  6월 4일 - 6일, 오전 8시-오후 8시 | 6월 7일, 오전 7시-오후 8시

NEWPORT BEACH

Newport Beach 시청사 5월 28일 개장 100 Civic Center Dr MacArthur Blvd와 Avocado Ave의 사이

Coastline 칼리지 6월 4일 개장 1515 Monrovia Ave W 16th St와 W 15th St의 사이

Marina Park 커뮤니티 센터, 2층 6월 4일 개장 1600 W Balboa Blvd 15th St와 18th St의 사이

Newport Coast 커뮤니티 센터 (Newport Coast)* 6월 4일 개장 6401 San Joaquin Hills Rd Newport Coast Dr의 코너

OASIS 시니어 이벤트 센터 (Corona Del Mar) 6월 4일 개장 801 Narcissus Ave Marguerite Ave와 5th Ave의 코너

St. Mark 장로 교회 6월 4일 개장 2200 San Joaquin Hills Rd MacArthur Blvd의 코너

ORANGE

El Modena 공공도서관 5월 28일 개장 380 S Hewes St Chapman와 Fairhaven의 사이

Orange 공공도서관 5월 28일 개장 407 E Chapman Ave Glassell와 Tustin의 사이

Chapman 대학교 - Argyros Forum 6월 4일 개장 386 N Center St Walnut에서 진입 (Lastinger 주차장에 주차)

Orange 통합 교육구 사무실* 6월 4일 개장 1401 N Handy St Katella Ave에서 진입 (뒷 주차장)

Santiago Canyon 칼리지 - 체육관 6월 4일 개장 8045 E Chapman Ave Chapman Ave 근방 집입

Grijalva 공원 스포츠 센터* 6월 4일 개장 368 N Prospect St Chapman Ave와 Walnut Ave의 사이

Steve Ambriz 추모 공원 6월 4일 개장 611 Riverbend Pkwy Lincoln Ave와 Glassell St 근방

Taft Avenue 커뮤니티 교회 6월 4일 개장 1350 E Taft Ave Tustin St와 Cambridge St의 사이

PLACENTIA

Backs 커뮤니티 빌딩 5월 28일 개장 201 N Bradford Ave Chapman Ave 근방, Placentia Ave의 동쪽

Tynes 체육관 6월 4일 개장 2101 N Tuffree Blvd Bastanchury Rd 근방, Kraemer Blvd의 서쪽

Yorba Linda 용수지구* 6월 4일 개장 1717 E Miraloma Ave Richfield Rd와 Van Buren St의 사이

RANCHO SANTA MARGARITA

Rancho Santa Margarita 공공도서관 5월 28일 개장 30902 La Promesa Richard Reese Way의 코너

Bell Tower 지역 커뮤니티 센터 6월 4일 개장 22232 El Paseo Richard Reese Way 근방

Shepherd of the Hills RSM 6월 4일 개장 30605 Avenida De Las Flores Santa Margarita와 Banderas의 사이

Trabuco Canyon 용수지구 (Trabuco) 6월 4일 개장 32003 Dove Canyon Dr Plano Trabuco Rd 근방

SAN CLEMENTE

San Clemente 커뮤니티 센터 5월 28일 개장 100 N Calle Seville Avenida Del Mar의 코너

San Clemente 아웃렛, 464호 6월 4일 개장 101 W Avenida Vista Hermosa Avenida Pico 근방

Shorecliffs Terrace - 모빌홈 파크 6월 4일 개장 3000 Calle Nuevo Mira Puerta 근방 진입

St. Andrew's By-the-Sea UMC 교회 6월 4일 개장 2001 Calle Frontera Avenida Pico 근방

SAN JUAN CAPISTRANO

San Juan Capistrano 커뮤니티 센터* 5월 28일 개장 25925 Camino Del Avion Del Obispo St와 Alipaz St의 사이

Capistrano 통합 교육구 사무실 6월 4일 개장 33122 Valle Rd 5 FWY 근방

La Sala 강당 6월 4일 개장 31495 El Camino Real
Ortega Hwy의 북쪽, Camino Capistrano의 
동쪽

Reata 공원 & 이벤트 센터 6월 4일 개장 28632 Ortega Hwy Reata Rd 진입

SANTA ANA

Delhi 센터 5월 28일 개장 505 E Central Ave Halladay St와 Orange Ave의 사이

Jerome 센터* 5월 28일 개장 726 S Center St Monte Vista Ave 근방

오렌지 카운티 선거관리국 5월 28일 개장 1300 S Grand Ave Bldg C Mcfadden Ave의 코너

Albert D. Salgado 커뮤니티 센터 6월 4일 개장 706 N Newhope St Hazard Ave와 5th St의 사이

Church of the Foothills 6월 4일 개장 19211 Dodge Ave Newport Ave의 코너

디지털 미디어 센터 6월 4일 개장 1300 S Bristol St Wilshire Ave와 Edinger Ave의 사이

El Salvador 커뮤니티 센터 6월 4일 개장 1825 W Civic Center Dr Fairview St와 Raitt St의 사이

Latino Health Access 6월 4일 개장 450 W 4th St Ross St와 Broadway의 사이

Orange County First Assembly of God* 6월 4일 개장 1440 E Santa Clara Ave Grand Ave와 Tustin Ave의 사이

Orange County 음악인 연합 6월 4일 개장 2050 S Main St St Andrew Pl와 St Gertrude Pl의 사이

Roosevelt-Walker 커뮤니티 센터 6월 4일 개장 816 E Chestnut Ave Standard Ave의 코너

*드라이브스루 투표용지 반납 가능
모든 투표 센터 장소들이 포함된 전체 목록은 ocvote.gov/votecenter를 참조하십시오

섹션



투표 센터 장소 7
5월 28일 - 6월 3일, 오전 8시-오후 5시  |  6월 4일 - 6일, 오전 8시-오후 8시 | 6월 7일, 오전 7시-오후 8시

SANTA ANA (계속)

Sandalwood 모빌홈 파크 6월 4일 개장 507 S Euclid St 1st St와 Mcfadden Ave의 사이

Santa Ana 칼리지 - 체육관 6월 4일 개장 1530 W 17th St 17th St에서 진입 (Lot 1에 주차)

Second 침례 교회 6월 4일 개장 4300 Westminster Ave Harbor Blvd와 Newhope St의 사이

SEAL BEACH

Seal Beach 시니어 센터 5월 28일 개장 707 Electric Ave Main St와 6th St의 사이

Seal Beach 시 소방소 48 6월 4일 개장 3131 N Gate Rd Seal Beach Blvd 근방

SILVERADO

Saddleback Gateway - Canyon 도서관 6월 4일 개장 7531 E Santiago Canyon Rd Silverado Canyon Rd의 서쪽

STANTON

Stanton 시청 커뮤니티 센터 5월 28일 개장 7800 Katella Ave Western Ave와 Beach Blvd의 사이

Stanton 중앙 공원 6월 4일 개장 10660 Western Ave Cerritos Ave와 Katella Ave의 사이

TUSTIN

Clifton C. Miller 커뮤니티 센터* 5월 28일 개장 300 Centennial Way Main St의 코너

Columbus Tustin 액티비티 센터 6월 4일 개장 17522 Beneta Way Prospect Ave와 Holt Ave의 사이

The Market Place 커뮤니티 센터, 2층 6월 4일 개장 2961 El Camino Real Jamboree Rd와 Myford Rd의 사이

Irvine Valley 칼리지 - ATEP 6월 4일 개장 1624 Valencia Ave Red Hill Ave 근방

Tustin Ranch 초등학교 6월 4일 개장 12950 Robinson Dr Irvine Blvd & Jamboree Rd 근방

WESTMINSTER

Miriam Warne 커뮤니티 빌딩 5월 28일 개장 14491 Beach Blvd Hazard Ave의 코너

Catalyst - 미술관 6월 4일 개장 6630 Westminster Blvd Edwards St와 Goldenwest St의 사이

Westminster 공공도서관* 6월 4일 개장 8180 13th St Beach Blvd 근방

Westminster 기독교 총회 6월 4일 개장 14642 Bushard St Bolsa Ave와 Hazard Ave의 사이

Westminster 커뮤니티 서비스 빌딩 6월 4일 개장 8200 Westminster Blvd Jackson St 진입, Beach Blvd의 동쪽

YORBA LINDA

Yorba Linda 도서관 5월 28일 개장 4852 Lakeview Ave Yorba Linda Blvd와 Bastanchury Rd의 사이

Church of Grace 교회 6월 4일 개장 22653 Old Canal Rd Yorba Linda Blvd & Savi Ranch Pkwy 근방

Danish 루터런 교회 & 문화 센터 6월 4일 개장 16881 Bastanchury Rd Rose Dr와 Prospect Ave의 사이

Grace Evangelical 루터런 교회 6월 4일 개장 6550 Fairmont Blvd Esperanza Rd와 Fairmont Connector의 사이

Thomas Lasorda Jr Field House* 6월 4일 개장 4701 Casa Loma Ave Imperial Hwy와 Yorba Linda Blvd의 사이

*드라이브스루 투표용지 반납 가능

별도의 참고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이상 모든 투표 센터는 장애인 지원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모든 투표 센터 장소들이 포함된 전체 목록은 ocvote.gov/votecenter를 참조하십시오

섹션



투표용지 투입함 장소 8
5월 9일부터 6월 7일 오후 8시까지 주 7일 24시간 항시 이용 가능.

ALISO VIEJO

Aliso Viejo 시청* 도보 12 Journey Pacific Park Dr와 Aliso Creek Rd의 사이

Iglesia 공원 커뮤니티 센터 도보 24671 Via Iglesia Moulton Pkwy 근방

ANAHEIM

ARTIC 도보 2626 E Katella Ave Douglass Rd 근방

Chaparral 공원 도보 1770 W Broadway Euclid St와 Nutwood St의 사이

East Anaheim 커뮤니티 센터* 도보 8201 E Santa Ana Canyon Rd Weir Canyon Rd의 서쪽

Euclid 공공도서관 도보 1340 S Euclid St Cerritos Ave와 Ball Rd의 사이

Granada 광장 드라이브스루 & 도보 1048 N State College Blvd La Palma Ave 근방

Magnolia 침례 교회 드라이브스루만 가능 720 S Magnolia Ave Orange Ave와 Ball Rd의 사이

Ponderosa 가정 지원 센터 도보 320 E Orangewood Ave Haster St와 Lewis St의 사이

Sage 공원 도보 1313 W Lido Pl W North St 근방, Loara St의 동쪽

St. Boniface 성당 도보 120 N Janss St Lincoln Ave 근방, Harbor Blvd의 서쪽

St. Justin Martyr’s 성당 드라이브스루만 가능 2050 W Ball Rd #5415 Empire St 근방, Ball Rd의 남쪽

BREA

Brea Civic and Cultural Center* 드라이브스루 & 도보 1 Civic Center Circle E Birch St 근방

Brea 스포츠 공원 도보 3333 E Birch St Valencia Ave와 Kraemer Blvd의 사이

BUENA PARK

Buena Park Metrolink역 도보 8400 Lakeknoll Dr Dale St의 서쪽, Malvern Ave의 남쪽

Ehlers 이벤트 센터 도보 8150 Knott Ave Crescent Ave와 La Palma Ave의 사이

The Source OC 도보 6940 Beach Blvd 1층 Jamba Juice 옆

COSTA MESA

Costa Mesa 소년 & 소녀 클럽 도보 2131 Tustin Ave Irvine Ave와 Newport Blvd의 사이

Coastal Heights 시니어 주택 드라이브스루만 가능 2283 Fairview Rd Wilson St와 Fair Dr의 사이

Mesa Verde 공공도서관 도보 2969 Mesa Verde Dr E Baker St의 코너

Mesa 용수지구 도보 1965 Placentia Ave Mesa 용수지구

TeWinkle 공원 체육기관 도보 980 Arlington Dr Newport Blvd와 Fairview Rd의 사이

The Esplanade 드라이브스루만 가능 3001 Red Hill Ave Kalmus Dr와 Fischer Ave의 사이

CYPRESS

Cypress 시 커뮤니티 센터 도보 5700 Orange Ave Cypress 시 커뮤니티 센터

재향군인 공원 도보 4554 Avenida Granada Moody St와 Denni St의 사이

DANA POINT

Dana Point 공공도서관 도보 33841 Niguel Rd PCH와 Stonehill Dr의 사이

Dana Point 시청 도보 33282 Golden Lantern Stonehill Dr와 Camino Del Avion의 사이

FOUNTAIN VALLEY

Fountain Valley 공공도서관 도보 17635 Los Alamos St Slater Ave와 El Monterey Ave의 사이

Founders Village의 The Center 도보 17967 Bushard St Talbert Ave의 코너

FULLERTON

A.R. 마트 도보 1701 W Orangethorpe Ave Brookhurst Rd의 코너

Fullerton 칼리지 도보 321 E Chapman Ave Berkeley Ave와 Lemon St사이의 주차장 내

Fullerton 소방서 No. 6 도보 2691 Rosecrans Ave Beach Blvd와 Gilbert St의 사이

Fullerton Metrolink역 도보 120 E Santa Fe Ave Harbor Blvd와 Lemon St의 사이

Fullerton 지역 공항 도보 4011 W Commonwealth Ave Dale St와 Gilbert St의 사이

GARDEN GROVE

Chapman 공공도서관 도보 9182 Chapman Ave Magnolia Ave와 Gilbert St의 사이

Garden Grove 통합교육구 교육 센터 도보 10331 Stanford Ave Nutwood St와 Brookhurst St의 사이

*별표는 추가 추적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투표용지 투입함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ocvote.gov/dropbox를 참조하십시오.

 
모든 투표용지 투입함 장소들이 포함된 전체 목록은 ocvote.gov/dropbox를 참조하십시오

섹션



투표용지 투입함 장소 8
5월 9일부터 6월 7일 오후 8시까지 주 7일 24시간 항시 이용 가능.

GARDEN GROVE (Continued)

GGUSD 평가 & 등록 센터 & 가정 지원 센터 도보 13611 Clinton St Trask Ave와 Westminster Ave의 사이

Magnolia 공원 가정 지원 센터 도보 11402 Magnolia St Katella Ave와 Orangewood의 사이

서 Grove 공원 도보 5372 Cerulean Ave Blackmer St 근방, Lampson Ave의 남쪽

HUNTINGTON BEACH

5 Points Plaza 도보 18591 Main St Ellis와 Garfield Ave의 사이

Golden West 칼리지 도보 15744 Goldenwest St Learning Resource Center 옆

Harbour View 공원 도보 16600 Saybrook Ln Heil Ave의 남쪽, Talisman Ln에서 진입

HB Professional 플라자 도보 714 Adams Ave Beach Blvd와 Delaware의 사이

Huntington Beach 시민 센터 드라이브스루 & 도보 2000 Main St Yorktown와 Utica Ave의 사이

Huntington Professional 플라자 도보 20932 Brookhurst St Atlanta Ave와 Indianapolis Ave의 사이

Main Street 공공도서관 도보 525 Main St 6th St의 코너

Vista 센터 도보 17483 Beach Blvd Slater와 Warner의 사이

IRVINE

Harvard 커뮤니티 센터 도보 14701 Harvard Ave Edinger와 Irvine Ctr Dr의 사이

Heritage 공원 커뮤니티 센터 도보 14301 Yale 예술 센터와 커뮤니티 센터 옆

Irvine Metrolink 역 도보 15215 Barranca Pkwy Ada 근방 Loop Rd

Orange County United Way 드라이브스루만 가능 18012 Mitchell S Red Hill의 코너

Rancho 노인 센터 도보 3 Ethel Coplen Way Culver 근방, Michelson의 남쪽

Trabuco 센터 도보 5701 Trabuco Rd Sand Canyon과 Jeffrey의 사이

Turtle Rock 커뮤니티 공원 도보 1 Sunnyhill Shady Canyon과 Turtle Rock의 사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Irvine (UCI) 드라이브스루만 가능 405 W Peltason Dr Pereira 근방, Lot 5 진입

University 공원 공공도서관 도보 4512 Sandburg Way Lexicon의 코너, Michelson의 남쪽

Woodbury 커뮤니티 공원 도보 130 Sanctuary Long Meadow와 Jeffrey 근방

LA HABRA

La Habra 공공도서관 도보 221 E La Habra Blvd Euclid St와 Cypress St의 사이

La Habra 가정 지원 센터 도보 501 S Idaho St La Habra Blvd와 Lambert Rd의 사이

LA PALMA

La Palma 시청 드라이브스루 & 도보 7822 Walker St La Palma Ave와 Orangethorpe의 사이

LADERA RANCH

Ladera Ranch 공공도서관 도보 29551 Sienna Pkwy Crown Valley와 O’Neill의 사이

오렌지 카운티 소방국 58 도보 58 Station Way Antonio Pkwy 근방, Crown Valley의 북쪽

LAGUNA BEACH

Laguna Beach 공공도서관 도보 363 Glenneyre St Laguna Ave의 코너

LAGUNA HILLS

Laguna Hills 커뮤니티 센터 도보 25555 Alicia Pkwy Paseo De Valencia의 코너

LAGUNA NIGUEL

Laguna Niguel 도서관* 도보 30341 Crown Valley Pkwy Club House Dr와 Alicia Pkwy의 사이

Laguna Niguel/Mission Viejo Metrolink역 도보 28200 Forbes Rd Crown Valley의 남쪽, 5 Fwy의 서쪽

오렌지 카운티 소방서 49 도보 31461 Golden Lantern Camino Del Avion의 북쪽

LAGUNA WOODS

South County Adult Day Services 도보 24260 El Toro Rd Moulton Pkwy와 Avenida Sevilla의 사이

LAKE FOREST

Heroes 공원 도보 25420 Jeronimo Rd Los Alisos Blvd와 El Toro Rd의 사이

Lake Forest 스포츠 공원 도보 28000 Rancho Pkwy Vista Ter에서 진입, Lake Forest Dr 근방

남부 오렌지 카운티 가정 지원 센터 도보 22481 Aspan St Muirlands Blvd와 Lake Forest Dr의 사이

*별표는 추가 추적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투표용지 투입함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ocvote.gov/dropbox를 참조하십시오.

 
모든 투표용지 투입함 장소들이 포함된 전체 목록은 ocvote.gov/dropbox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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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 ALAMITOS

Los Alamitos 커뮤니티 센터 도보 10911 Oak St Katella Ave 근방, Los Alamitos Blvd의 서쪽

MISSION VIEJO

Florence Joyner 올림피아드 공원 드라이브스루만 가능 22761 Olympiad Rd Alicia Pkwy와 Melinda Rd의 사이

Norman P. Murray 커뮤니티 & 노인 센터* 도보 24932 Veterans Way La Paz Rd와 Jeronimo Rd의 사이

Pavion 공원 도보 24051 Pavion Jeronimo Rd 근방, Olympiad Rd의 서쪽

NEWPORT BEACH

Bob Henry 공원 도보 900 Dover Dr Castaways Ln의 코너

Newport Beach 공공도서관 드라이브스루만 가능 1000 Avocado Ave 시청사 주차장 진입로

OASIS 시니어 센터 보조 주차장 (Corona Del Mar) 드라이브스루만 가능
Corner of Fifth Ave & Marguerite 
Ave

OASIS 시니어 센터 건너편

도보 - Avon St와 Riverside Ave의 코너 도보 Corner of Avon St & Riverside Ave PCH와 Cliff Dr의 사이

ORANGE

오렌지 카운티 사회복지국 도보 800 N Eckhoff St Orangewood Ave와 Collins Ave의 사이

El Modena 공공도서관 드라이브스루 & 도보 380 S Hewes St Chapman과 Fairhaven의 사이

Orange 공공도서관* 드라이브스루 & 도보 407 E Chapman Ave Glassell과 Tustin의 사이

Taft 공공도서관 드라이브스루 & 도보 740 E Taft Ave Cambridge의 코너

PLACENTIA

Koch 레크리에이션 센터 도보 2210 Valencia Ave Bastanchury와 Golden Ave의 사이

Whitten 센터 도보 900 S Melrose St Orangethorpe과 Miraloma Ave의 사이

RANCHO SANTA MARGARITA

갈보리 채플 Rancho Sta Margarita 도보 30615 Avenida De Las Flores Banderas의 코너

Rancho Santa Margarita 공공도서관* 도보 30902 La Promesa Richard Reese Way의 코너

SAN CLEMENTE

Jim Johnson 기념 스포츠 공원 도보 560 Avenida Vista Hermosa 5 Fwy와 Avenida Costa Azul의 사이

San Clemente 시청 드라이브스루만 가능 910 Calle Negocio Calle Amanecer 근방, Avenida Pico의 동쪽

San Clemente 시립 골프 코스 드라이브스루만 가능 150 E Avenida Magdalena S El Camino Real 근방, 골프 코스 주차장 내

SAN JUAN CAPISTRANO

La Sala 강당 도보 31495 El Camino Real Ortega Hwy의 북쪽, Camino Capistrano의 동쪽

SANTA ANA

Albert D. Salgado 커뮤니티 센터 도보 706 N Newhope St Hazard Ave와 5th St의 사이

AltaMed 도보 1400 N Main St Seventeenth St와 Washington Ave의 사이

Bomo Koral 공원 도보 900 W MacArthur Blvd Bristol St와 Flower St의 사이

Carl Thornton 공원 도보 1801 W Segerstrom Ave Bristol St와 Fairview St의 사이

Centennial 교육 센터 드라이브스루 & 도보 2900 Edinger Ave Mohawk Dr와 Fairview St의 사이

카운티 남부 행정처 도보 601 N Ross St Santa Ana Blvd와 Civic Center Dr의 사이

Johnson Chapel A.M.E. 교회 도보 1306 W 2nd St Hesperian St에서 진입, First St 근방

기념 공원 도보 2102 S Flower St 공원 남쪽 방면 Anahurst Pl 도로 근방

OC 보건관리국 도보 1725 W 17th St Bristol St와 English St의 사이

오렌지 카운티 선거관리국* 드라이브스루 & 도보 1300 S Grand Ave, Bldg C McFadden Ave의 코너

Orangewood 재단 드라이브스루만 가능 1575 E 17th St Grand Ave와 Cabrillo 공원 Dr의 사이

Santa Ana 지역 교통센터 도보 1000 E Santa Ana Blvd Grand Ave와 Santiago St의 사이

SEAL BEACH

Leisure World Seal Beach** 드라이브스루 & 도보 13531 St. Andrews Dr 원형극장 앞

Mary Wilson 공공도서관 도보 707 Electric Ave Main St와 Marina Dr의 사이

STANTON

Stanton 공공도서관 도보 7850 Katella Ave Western Ave와 Beach Blvd의 사이

*추가 추적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투표용지 투입함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ocvote.gov/dropbox를 참조하십시오.

**단지 출입 자격이 있어야 이용 가능.

모든 투표용지 투입함 장소들이 포함된 전체 목록은 ocvote.gov/dropbox를 참조하십시오

섹션



투표용지 투입함 장소 8
5월 9일부터 6월 7일 오후 8시까지 주 7일 24시간 항시 이용 가능.

TRABUCO CANYON

Concourse 공원 도보 18931 Saddleback Ranch Rd Glenn Ranch와 Ridgeline의 사이

TUSTIN

Tustin 소년 & 소녀 클럽 도보 580 W 6th St Pacific St 근방, Main St의 남쪽

OC 동물관리국 드라이브스루 & 도보 1630 Victory Rd Red Hill Ave와 Armstrong Ave의 사이

Tustin Metrolink역 도보 2975 Edinger Ave Jamboree Rd 근방

Tustin 스포츠 공원 도보 12850 Robinson Dr Irvine Blvd와 Jamboree Rd의 사이

VILLA PARK

Villa Park 시청 도보 17855 Santiago Blvd Taft Ave와 Villa Park Rd의 사이

WESTMINSTER

Bolsa Chica 공원 도보 13660 University St Westminster Blvd 근방, Bolsa Chica Rd의 동쪽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도보 7655 Trask Ave Hoover St와 Beach Blvd의 사이

Park West 공원 도보 8301 W McFadden St Beach Blvd와 & Newland St의 사이

카운티 서부 전문 의료 센터 도보 14120 Beach Blvd Westminster Blvd의 남쪽, 15th St에서 진입

YORBA LINDA

Bryant Ranch 공원 도보 24705 Paseo De Toronto
Camino De Bryant와 Via Lomas De Yorba E

의 사이

Yorba Linda Arroyo 공원/경찰서 도보 20994 Yorba Linda Blvd Village Center Dr와 Yorba Ranch Rd의 사이

Yorba Linda 시청* 드라이브스루만 가능 4845 Casa Loma Ave Yorba Linda Blvd와 Imperial Hwy의 사이

*별표는 추가 추적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투표용지 투입함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ocvote.gov/dropbox를 참조하십시오.

 
드라이브스루만 가능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는 이상 모든 투표용지 투입함은 장애인 지원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모든 투표용지 투입함 장소들이 포함된 전체 목록은 ocvote.gov/dropbox를 참조하십시오

섹션



유권자 정보 안내서

캠페인 비용 지출의 자발적 제한
2000년 11월 7일 실시된 선거에서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에 의해 통과된 발의안 34는, 캠페인 비용지출을 자진해서 제한하기로 
동의하는 주 의회 후보자들은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후보자 선거공약서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 상원 및 하원에 출마하는 오렌지 카운티 내 입법지구 후보자 전원의 명단입니다. 이름 옆에 별표(*)가 표시된 
후보자들은 주법에 따라 그들의 캠페인 비용의 지출을 제한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주 상원

Bob Archuleta Catherine Blakespear Henry Bouchot* Martha Camacho Rodriguez

Kim Carr* Mitch Clemmons* Matt Gunderson Joe Kerr*

Brian Nash Janet Nguyen* Kelly Seyarto* Rhonda Shader*

Tom Umberg*

주 하원

Elizabeth Alcantar* Param Brar* Ted Bui* Roberto “Rob” Cancio*

Phillip Chen* Steven “Steve” Choi* Laurie Davies* Diane Dixon*

Chris Duncan Rose Espinoza* Jason Gray* Emily Hibard*

Kimberly Ho* Judie Mancuso* Sou Moua* Diedre Thu-Ha Nguyen

Raul Ortiz, Jr Blanca Pacheco* Cottie Petrie-Norris Sharon Quirk-Silva

Matt Rahn* Kate Sanchez* Tri Ta* Mike Tardif*

Ana M. Valencia* Avelino Valencia* Bulmaro “Boomer” Vicente* James Wallace*

Soo Yoo* Benjamin Yu*

9

추후 페이지는 다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 그리고

• 법안 및 관련 서류들*, 해당이 되는 경우. 이는 법안 전문, 찬반론, 세율 설명서, 재정 영향 평가보고서, 공채 프로젝트 목록, 
그리고 공정 분석 등이 담겨있습니다.

*비용지출 제한을 따르기로 동의한 주 후보들은 그들의 후보자 선거공약서를 이 안내서에 포함시키려면 인쇄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서의 후보자 선거공약서는 후보자들이 자진해서 포함시키기로 결정하고 자진해서 비용을 부담하였습니다. 
전자 배포 전용으로 제출된 후보자 선거공약서는 이 안내서에 인쇄되지 않았으며 ocvote.gov/e-statement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후보자 선거공약서와 법안들은 제출된 그대로 인쇄되었습니다.

이 안내서는 전체 후보자 목록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 후보자 목록은 본 안내서 섹션 12 연습용 투표지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제안된 법안에 대한 찬성론 또는 반대론들은 입안자들의 의견입니다

연방 상원
2022년 6월 7일 예비선거의 투표용지에는 두 연방 상원 경선이 있습니다.

첫번째 경선은 2029년 1월 3일에 종료되는 전체 6년 임기를 위한 일반 선거입니다.

두번째 경선은 2023년 1월 3일에 종료되는 잔여임기를 위한 특별 보궐선거입니다 (현 공직자는 일시적으로 공석을 채우고 
있습니다).

귀하는 두 경선에 모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섹션



이동식
투표소

이동식 투표소는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운영됩니다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아래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이동식 투표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유권자등록  • 안전한 우편투표 용지 반납 • 편리한 장소 
직접투표 • 교체 투표지 • 유권자 지원 • 장애인 투표

 

5월 28일 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Ralph B. Clark 지역 공원 - 스포츠 센터
2851 Rosecrans Ave 
Fullerton, CA 92833
Ralph B. Clark 지역 공원 정문 건너편의 주차장에 위치.

5월 30일 월요일, 오전 8시-오후 5시
Huntington Beach 병원
17772 Beach Blvd 
Huntington Beach, CA 92647
Huntington Beach 병원 정문 앞 주차장에 위치. 

6월 1일 수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Yorba 지역 공원
7600 E La Palma Ave 
Anaheim, CA 92807
Yorba 지역 공원 내 주차장 F에 위치.

6월 3일 금요일, 오전 8시-오후 5시
AltaMed 메디칼 그룹 
2720 S Bristol St
Santa Ana, CA 92704
AltaMed 주차장 내 위치.

6월 5일 일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Laguna Niguel 지역 공원 
28241 La Paz Rd
Laguna Niguel, CA 92677
Laguna Niguel 지역 공원 내 주차장 A에 위치.

 
 
 

ocvote.gov/pop-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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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지명 선출직 연방의회 후보자 선거공약서

연방 하원의원, 제38선거구

Approved as to content
and form.

Deputy Date

Supervisor Signature Date

Once this document is signed by the candidate, the 
statement will be published without further 
modification. NO CHANGES WILL BE ALLOWED.

Candidate Signature Date

ERIC CHING (에릭 칭) 공화당
시장, Walnut 시/기업가 연령: 55

“You First (여러분이 먼저입니다)” 캠페인은 지역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저의 헌신이며, 여러분을, 많은 정치인들이 간과해왔고 그들의 우선순위에서도  
마지막으로 두어 왔습니다.

저는 정부가 소홀히 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연방의회에 출마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연방 하원의원으로서, 저는 헌법을 지지하고 보호하며, 국경 보안을 
강화하며, 우리 정부 내의 투명성과 정직성을 보장하고,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며, 높은 교육 수준과 부모의 권리를 도모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가 Walnut 시의회에 봉직하는 동안, 저희는 예산 균형을 바로잡았고, 도시의 
치안을 유지했으며,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일하고, 거주하고, 가정을 꾸리기에 이상적인 곳을 만들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매우 자랑스러운, 아름다운 두 딸을 키우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제 자신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의 최고운영책임자로서, 저는 팬데믹 기간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며 원조하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에서 9년간 봉직한 경력과 30년간의 기업 경영을 겸한 저는, 성과를 내는 
것에 있어 능력을 발휘하고 증명해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지지를 겸허히 부탁드립니다. 저의 캠페인 기간 동안,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관심을 항상 최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저의 캠페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www.ericchingforcongress.com 
을 참조하십시오.

1120

Candidate ID: 1120-1
Generated: 03/09/2022 11:01:22 AM

UNITED STATES REPRESENTATIVE, 38TH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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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지명 선출직 연방의회 후보자 선거공약서

연방 하원의원, 제40선거구

Approved as to content
and form.

Deputy Date

Supervisor Signature Date

Once this document is signed by the candidate, the 
statement will be published without further 
modification. NO CHANGES WILL BE ALLOWED.

Candidate Signature Date

GREG RATHS (그렉 래스) 공화당
은퇴 해병 대령

연방의원으로 뛰어난 자격을 가진 지도자. 저의 조국과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는 
것은 제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해왔습니다. 저는 전투기 조종사로 El Toro 해병대 
공군 기지로 발령받은 1978년 제 아내 루시(Luci)와 함께 오렌지 카운티로 
이사왔고, 이후 지금까지 오렌지 카운티를 고향이라 불러왔습니다. 전투에서 
훈장을 받은 전투기 조종사로서, 이라크, 쿠웨이트와 소말리아로 75번의 전투수행 
비행을 하였습니다. 국방부가 임명한 백악관 국방부실 부수석 보좌관으로, 
저는 우리 대통령과 국방부간의 소통을 도왔습니다. 저는 최고 수준의 임무를 
실행했습니다. 

대령 계급으로 해병대에서 퇴역한 후, 저는 Jet Blue 항공사에서 상업비행을 
했습니다. 그후 저는 Anaheim에서 성공적인 사업체 대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높은 세금과 규제가 사업체 경영을 과도하게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직접 겪어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14년 Mission Viejo 시의회에 선출되었고, 2018년에 재선출된 후, 
2019년에는 시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범죄율은 27% 감소했습니다. 저는 예산 
균형을 맞추었으며 6백만 달러의 흑자를 남겼습니다.

여러분의 연방 하원의원으로서, 저의 최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소득세는 영구적으로 낮추고 공제액은 인상.
불법 이민 중단.
에너지 자립.
부모의 권리.
재향군인 보건 의료.
의료보험 비용과 처방약 가격을 낮추고, 모든 미국인에게 저비용 단체 보혐료를 
제공.
오렌지 카운티를 앞으로도 안전하고, 번영하며 거주하고 가정을 꾸리기에 좋은 
곳으로 유지.

이를 위해서는 책임감 있고 경험을 갖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제 개인 휴대폰 949-292-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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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F MAHMOOD (아시프 마무드) 민주당
의사, 내과

의회의 정치인들은 서로 싸우느라 바쁘기만 합니다. 이들은 가정들을 도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매일 잠에서 깨어나 문제를 해결해 줄 리더들이 이 선거구의 가정들에게 
필요하기에 제가 연방의회에 출마합니다.

저는 사람들을 돕는 의사이자 호흡기 내과 전문가로서 커리어를 바쳤습니다. 20
년이 넘도록, 저는 환자들이 건강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왔습니다.

제 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본인이 공화당원인지 혹은 민주당원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제게 무엇이 문제인지 말해주고, 저희는 그들이 회복되도록 함께 
노력합니다. 의회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당파를 가로질러 일하고 우리 모든 가정에게 혜택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이것부터 저는 시작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및 생활비 해결: 식비에서 보험료에 이르기까지 가정들은 모든 비용 
상승으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득을 여러분이 더 많이 지닐 수 
있게 싸우겠습니다.

경제 성장 및 좋은 일자리 창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도로 및 인프라 개선: 우리가 쓰는 도로와 다리를 개선하는 데 현명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싸우겠습니다. 우리의 전력망을 업그레이드하고 인터넷 접속을 
개선합시다.

극단적인 정치에 저항: 어느 정당도 100% 옳지는 않습니다. 정당이 아닌 
조국의 이익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이곳 남가주에서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저는 이 지역사회를 
사랑하며 주민 여러분은 Washington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를 겸허히 부탁드립니다.

www.DrAsifMahmoo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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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KIM (영 김)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

저도 여러분들처럼 우리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믿었고 현 상황에 
진저리가 나있었기 때문에 미 연방의회에 출마했습니다. Washington 정치인들은 
미국 가족들을 괴롭히는 주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보다는 Washington 기득권층을 위해 일하는 데 너무 집중했습니다.

연방 의원으로서, 저는 기득권층과 맞서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말하며 첫 임기를 
보냈습니다. 저는 소규모 사업체를 보호하고,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상대로 
투쟁하고,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고, 도를 넘는 연방 정부의 
통제를 위한 입법에 노력을 들였습니다. 

일자리 & 경제: 저는 고임금의, 양질의 일자리를 우리 지역에 다시 데려오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우리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세금 &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세금이고 그것이 제가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힘쓰고 모든 세금 인상에 반대 표를 던진 이유입니다.

공공 안전: 저의 최우선 순위는 우리 지역사회와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며, 저는 계속해서 법 집행을 지지하고 범죄자들이 우리 거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국경 보안: 저는 우리의 국경을 지키고 법치를 지키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했습니다.

제 성과는 캘리포니아 공화당 협회와 오렌지 카운티 공화당 협회,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를 위한 긍정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개인적으로 함께 일했던 약 100명의 
지역, 카운티 및 주 선출직 공무원들로부터 지지를 얻도록 해주었습니다.

저는 Nancy Pelosi (낸시 펠로시)와 그녀의 동떨어진 의제에 맞서 신뢰할 수 있는 
보수파 목소리였으며 저는 여러분의 표를 얻어 의회에서 우리 지역사회를 계속 
대표하기를 희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YoungKimforCongress.com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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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ELLE STEEL (미셸 스틸)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는 바로 그 사람들을 
실망시켰기에, 그래서 제가 연방의회에 출마했던 겁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로서, 저는 근로계층 가정에 
대한 세금 인하를 위해 캘리포니아의 선도적인 목소리가 되어 공공서비스에 제 
삶을 바쳤습니다.

정부의 근본적인 책임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기에 오늘도 저는 Washington, 
DC에서 계속 투쟁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에서의 제 첫 임기 동안, 저는 Washington의 정치인들과 특별 이익 
단체들에 맞서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세금 & 경제: 저는 보수가 좋은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경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캘리포니아 가정에 대한 세금 인상에 반대 투표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Howard Jarvis (하워드 자비스) 납세자 협회의 지지를 얻은 이유입니다.

비용 적정성: 저는 근로계층 가정을 짓밟고 우리의 삶을 점점 감당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상대로 투쟁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보건 의료: 저는 모든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처방약의 비용 또한 절감할 양질의 
저렴한 의료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방 및 지방 차원에서 노력을 이끌어 
왔습니다.

외교 정책: 저는 공산주의 중국에 맞서 목소리를 높이는 리더였으며 CCP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외국에 영향력을 증대시키려 할 때 책임을 묻는 입법에 
힘써 왔습니다.

저는 정치보다 국민들을 우선시하고 일을 해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공화당 
협회와 75명이 넘는 지역 선출직 공무원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재선에 여러분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면 영광일 것입니다.  
www.MichelleSteel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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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 CHEN (제이 첸) 민주당
해군 소령/사업가 연령: : 44

해군 소령인 Jay Chen (제이 첸)은 해군 예비군 정보 장교이자, 소규모 사업주 
이며,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Jay (제이)는 오렌지 카운티의 근로 가정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연방의회에 출마합니다. 그는 국민들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당파적 의제에 더 관심이 있고 특별 이익 단체들을 위해 일하는 
직업 정치인들에게 지쳤습니다. Jay (제이)는 비용 상승에 맞서고 우리 지역사회에 
다시 투자할 것입니다.

Jay Chen (제이 첸)은 아메리칸드림을 이룰 기회를 위해 미국으로 이주한 대만인 
이민자의 아들입니다. Jay (제이)는 부모님의 소규모 사업을 도우면서 근면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그도 소규모 사업주로서, Jay (제이)는 지역 사업체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직접 알고 있습니다. 연방의회에서, 그는 미국의 소규모 
사업체들이 사업을 유지하고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Jay Chen (제이 첸)은 공립 
학교에 다녔고, 열심히 노력하였고, 장학금을 받아 Harvard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교육 위원회에서 봉직했으며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로서 학생들이 칼리지 
비용을 감당하고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 기술 훈련을 받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교사들은 Jay Chen (제이 첸)이 지역 학교를 강화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를 
지지합니다.

해군 소령 Jay Chen (제이 첸)은 조국에 봉사하기 위해 해군에 입대했습니다. 
Jay (제이)는 중동에서 ISIS를 상대로 한 대테러 작전에서 정보팀을 이끌었으며  
아시아를 위협하는 공산주의 북한에 대응하여 우리의 자유를 지켜왔습니다. 
퇴역군인 단체들은 Jay (제이)가 언제나 미국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를 지지합니다.

해군 소령 Jay Chen (제이 첸): 일할 준비가 되어있고, 이끌어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www.chenforcongress.com

Jay Chen (제이 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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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 K PHAM (롱 K 팜) 공화당
사업가/핵 엔지니어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세금이 가장 높고 실업률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입니다. 
엔지니어이자 소규모 사업주로서, Long (롱)은 주에 더 많은 연방 혜택을 주기 
위해 효과적으로 투쟁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입법 절차를 잘 알고 있는 공학계 리더로서, 주 및 국가 차원의 입법을 성공적으로 
로비한 Long (롱)의 경력은 일부 의회 의원들조차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90년대 경기 침체에 직면한, Pete Wilson (피트 윌슨) 주지사는 Long (롱)에게 
1997년에 거의 사천 건에 달하는 반기업, 반고용 규제들을 확인하고 폐지하는 일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다음 십 년 동안에 캘리포니아의 
엄청난 경제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1998년, Long (롱)은 Sacramento에서 
캘리포니아 세액 공제 프로그램에 태양열을 추가하도록 촉구하는 “A Day @ the 
Capitol (주의회 의사당에서의 하루)”를 창설했으며, 이 프로그램은 현재 US의 
태양광 세액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1999년에는, “미국 기계 엔지니어 협회”의 새로 선출된 부회장으로서, Long  
(롱)은 지난 이십 년 동안 모든 미국인들의 고등 교육 비용을 세액 공제로 만들기 
위해 2000년 연방의회에서 세금 조항 통과를 위한 로비 활동을 성공적으로 
하였습니다.

Long (롱)은 그의 평생 동안 산업 및 입법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오렌지 카운티 교육위원회에 대한 재정 및 사회 문제에 확고한 
보수적인 투표 기록을 유지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연방 하원의원으로서, Pham (팜)은 국경을 복구하여 우리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유가 인하와 미국의 에너지 정책 강화를 위해 더 많은 석유 및 
에너지 탐사를 촉진할 것입니다.

Long Pham (롱 팜)은 여러분의 지지를 영광으로 여길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www.Phamforcongress.com을 방문해 주십시오 - Long Pham (롱 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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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 CORREA (루 코레아)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저는 제가 성장하고 가정을 이룬 지역사회를 대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Anaheim 고등학교, Cal State Fullerton, 그리고 UCLA를 졸업했으며, Santa 
Ana에 살고 있습니다.

비록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것이 변했지만, 열심히 일하는 우리 이웃들은 
계속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수가 좋은 일자리, 안전한 
거리, 좋은 학교, 양질의 저렴한 의료보험, 그리고 저렴한 주택을 원합니다.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을 모두가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국내외에서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1월 6일에는 우리나라의 깊은 분열을 보여주었습니다. 당파 관계 이전에 우리는 
미국인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단결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불확실한 세상에 안정을 가져다줄 USA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함께 해 봅시다.

우리는 코로나19 대유행에서 살아남았고 불경기를 피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R&D에 투자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재생에너지에 
투자하여 고유가와 같은 에너지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USA를 세계의 경제 
기관차로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Washington
의 최우선 과제로 삼음으로써, 우리는 미국을 강하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Main Street에 집중하면서, 제 한 표가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항상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도록 
당론을 초월하여 국가와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Lou Correa (루 코레아)를 연방 하원에 투표해 주십시오    
www.loucor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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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RUSHMAN (에드 러쉬맨) 정당: 없음
기술 프로젝트 관리자

저는 소기업부터 Fortune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에 이르기까지 실패하거나 
실패되어가고 있는 제조, 통신, 유통, 보험, 그리고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 시스템 
프로젝트를 자주 회생시키곤 했습니다. 저의 고객들과 동료들은 여러 곳에 있어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술, 갈등 관리, 
명확한 목표, 그리고 어려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훌륭한 훈련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수백 시간의 강의를 들으며 역사의 교훈을 
계속 배워왔습니다.

저의 아내와 저는 사십 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고 있고, 가정을 꾸려 왔으며, 지난 
십오 년간 이 선거구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정치인이나 백만장자가 아닙니다. 
그동안 선거구에서 제가 뽑고 싶었던 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공직에 
출마할 생각을 했었지만,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것을 보기 위해 미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CSULB에서 MBA를 따기 위해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퇴근 후나 주말에도 집집마다 다니면서, 선거구의 사람들을 만나고,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어느 정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일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으며 그들의 당이 
자신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파심과 돈을 연방 의회에서 끌어낼 수 있고, 미국을 치유할 수 있고, 
모두에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congress.rushman.org에 방문해 제가 어떻게 임할지 더 알아보십시오. 혹은 
(714) 340-5496으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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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OPHER J. GONZALES 공화당
(크리스토퍼 J. 곤잘레스)                              연령: : 58
변호사	

사십일	 년	 전,	 제	 가족은	 제가	 사랑하고	 섬기는	 고향인	 오렌지	 카운티로	
이주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의	연방	하원의원으로	이	지역사회를	대표하고자	
합니다.

저는	Irvine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과대표로	UCI	및	UCLA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이십	대에는,	헌병	장교로서	미	육군	중위로	복무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후,	 저는	 성공적인	 법률	 사무소를	 설립했습니다.	 사무소를	 운영하며,	 저는	
광범위한	 법적	 필요를	 가진	 개인들을	 대표하고	 경찰	 및	 소방관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저는	 재향군인을	 옹호하며	 Northwood	 재향군인	
기념관의	기금	조성을	위해	앞서	나섰습니다.	Irvine의	투자	위원회	의장으로서,	
저는	시의	재원을	감독하였습니다.	저는	정직과,	친절과,	존중과,	배려와	그리고	
타인을	후원하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의	지지에	힘입어,	저는	전통적인	가치를	위해	투쟁할	것이며	파괴적인	
정책으로	위대한	우리나라를	약화시키려는	의회의	세력에	맞설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비를	낮추고,	가스	가격을	낮추기	위해	에너지	자립을	조성하고,	학교	
선택을	장려하고,	경찰에	자금을	지원하고,	사회	보장을	향상시키고,	보건	의료를	
강화하고,	어린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어느	단계에서나	생명을	지지하고,	특히	
종교의	자유와	수정	헌법	제2조와	같은	우리의	헌법적	권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저는	탄탄한	경제,	적은	세금,	보다	낮은	비용,	독립적인	의료	의사	결정,	예방	접종	
의무	금지,	대외적인	힘을	통한	평화	그리고	법과	질서가	있는	사회를	지지합니다.

함께,	우리가	제46선거구와	위대한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길입니다.

고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Christopher	Gonzales	(크리스토퍼	곤잘레스)
GonzalesforCong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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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LIX ROCHA, JR. (펠릭스 로차, 주니어) 공화당
은퇴 연방 요원 연령: 76

제 자격으로는, 1967년에서 1971년까지, Yuma, AZ; Calexico, CA; San 
Clemente, CA 에서 국경 순찰대/국경 순찰요원; 1971년에서 1978년까지, 
Los Angeles, CA 범죄 수사관; 1978년에서 1978년까지, Los Angeles 
국제공항 및 Los Angeles/Long Beach 항구 감독 이민 조사관; 1978년에서 
1983년까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 오렌지 카운티 감독 특별 요원; 1983년에서 
1984년까지, Los Angeles, CA 1984년 올림픽 특별 보좌관; 1984년에서 
1985년까지, INS 서부 지역 부국장; 1985년에서 1986년까지, INS 서부 지역 
사무소/내무 조사 지역 사무국장 보좌관; 1986년에서 1996년까지, 주요 사법 
조직범죄/갈취 부서 수석 특수 요원; 1996년 1월, DOJ에서 퇴직한 후 민간 조사 
기관 시작; 1996년에서 1998년까지, INS & DEA 배경 조사 수행, 1998년에서 
2002년까지, 오렌지 카운티에서 지역 심판 위원으로 INS에 복귀; 2002년에서 
현재까지, 다양한 기관에 대한 배경 조사 실행;
추가 자격으로는 1992년에서 2008년까지, 오렌지 카운티 교육위원회 제1
지역에 선출되어 Fountain Valley, Santa Ana, Garden Grove 및 Tustin에서 
약 500,000명의 주민들을 대표함. 2억 달러 예산을 가진 교육감 감독; 오렌지 
카운티 교육부에 대해 수령 & 합의된 감사 수렴; 오렌지 카운티 교육구들에 40억 
달러의 운영 & 재정 지출에 대한 인식을 유지; 부서를 위한 자산 구매를 승인; 퇴학 
심판/교육구간의 심리에 임함; 더 나은 교육 옹호; 현지 지역사회에 정보 제공; 
4차례 위원장을 지냄; 1996년에서 현재까지 Red Tail Hawk Clan의 책임자; 
1978년에서 2010년까지, JINS 연방 신용조합에 선출된 이사회 이사 & 감독 
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됨; 1981년에서 1998년까지, 보이스카우트 부대의 성인 
지도자; 1972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전우회 #812의 회원이자 전우회 사령관 
& 기타 직책을 맡음; 1966년부터 1972년까지, 미 공군 예비군/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에서 복무; 1968년 9월 16일, Kathy (캐시)와 결혼하여 3명의 아들, 8
명의 손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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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 NGUYEN (마이크 우엔)                         공화당
브로커/사업주                                             연령: 69

미국은 저에게 전자공학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여러 CA 대학에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졸업 후, 저는 여러 좋은 직장을 가졌고 성공했습니다. 
저는 항공우주공학 분야에서 25년 동안 일했고 오렌지 카운티에서 수백만 달러의 
주택을 생산하는 건설업을 포함한 부동산 분야에서 30년 이상 일했습니다. 제게는 
“아메리칸 드림”이 이루어졌고 실현되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과 저는 급격한 교육비와 방향성, 불안정한 일자리와 임금, 통제 
불가능한 인플레이션, 급증하는 범죄율, 그리고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 해가 거듭될수록 붕괴되어가는 자유와 같이 미국이 직면한 많은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됩니다. 각계각층의 정부, 특히 Washington DC의 대표들이 규제를 
더하고 국가부채를 증가시킴으로써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이런 
패턴을 계속한다면, 미국의 인구는 지속 가능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만약 선출된다면, 저는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 자신을 바치겠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 예산은 수학, 물리, 화학, 영어와 같은 학습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곳에서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고, 에너지 자립적이며, 모든 
미국인의 안전을 유지해야 합니다. 리더는 국민을 먼저 돌볼 줄 알아야 하고 인종에 
상관없이 법은 공정해야 합니다. 미국의 “자유”는 246년 동안 통치해왔는데, 특히 
헌법 수정 제1조는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강하고, 번영하며, 단합된 
미국이 평화의 세계로 이어집니다.

Mike Nguyen (마이크 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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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 ORTEGA (마이크 오르테가) 민주당
생물 의학 엔지니어 연령: 36

우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던 이민자의 자녀로서, 저는 가정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단지 그럭저럭 살아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식품, 주택, 의약품, 가스를 비롯한 기타 
모든 것의 가격이 치솟으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러닝머신 위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것은 당연합니다.

의회에서, 저는 임금을 인상시키고, 대기업이 관여된 가격 인상을 중단시키며,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직업 훈련을 포함한 고등 교육을 제공하여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이를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Medicare for All), 유급 가족 휴가, 그리고 갑부들에게 합당한 
만큼의 세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세금 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족을 가혹하게 갈라놓고 열심히 일하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두려움을 
조성하는 망가진 이민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 만연해 있는 
공포와 증오에 굴복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Washington을 좌지우지하는 기업의 관심과 맞선다면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의회는 처방약의 가격을 인하하고, 소비자와 농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대형 식품 가공 업체를 규제하고, 기업의 돈을 정치에서 빼내야 
합니다. 우리는 거대 기업들이 해외에 이익을 은닉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동안 
근로자 가정과 중소기업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CA-46의 많은 멋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겸손을 배웠으며 Washington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 여러분의 표를 얻게 된다면 영광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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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Y PHAN WEST (에이미 판 웨스트) 공화당
소규모 여성 사업가 연령: : 42

아내이며, 어머니, 그리고 소규모 사업주로서, 저는 좌파와 RINO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가져온 파멸을 보았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비판적 인종 이론에 
교화되고 있으며 학교에 다니기 위해 실험용 약을 복용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리더십은 국경을 약한 상태로 남겨 두었고, 펜타닐과 오피오이드가 우리의 
도시로 유입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밀려오는 규제와 세금으로 인해 많은 
소기업들이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산주의가 베트남을 점령했을 때 살아남은 생존자입니다. 제 아버지는 
미군과 함께 복무하셨습니다. 제 가족은 Huntington Beach의 해안에서 
미국에서의 여정을 시작했으며, 저는 성장하면서 이 지역사회를 알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민의 무장 해제와 우리 청소년들을 세뇌하는 것과 
같은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베트남에서 일어났던 일과 유사하다는 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맞서 싸워 미국을 우선시할 때입니다! 우리는 좌파적 의제와 부패한 
RINO들에 맞서 싸우기 위해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을 선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성 연방 하원의원으로서, 저는 우리의 국경을 강화하고, 소규모 기업을 
지원하고,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보호하고, 헌법 수정 제2조 개정안을 지키고, 
에너지 독립을 확보하고, 임기 제한을 옹호하고, 하나님을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시게 하고, 우리나라를 우선시하기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저는 아메리칸 드림을 현실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고, 우리 아이들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앞서 갚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보수적인 후보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얻게 된다면 영광일 것입니다!

www.AmyPhanWe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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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AN BURLEY (브라이언 벌리) 공화당  
소규모 사업주 연령: : 28

저는 우리 의회가 필요로 하는 전사입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 가족, 그리고 자유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저는 CAGOP에서 창립한 오렌지 카운티 공화당 의회가 
지지하는 공화당 후보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열정이 공공 서비스이기 때문에 미 하원에 출마합니다. 저는 
대경기침체 시기에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제 아버지는 지게차 운전자로, 
어머니는 웨이트리스와 회계사로 일하셨습니다.

제 어머니는 암 치료를 받기 위해 2007년에 서부로 이사하셨습니다. 그녀는 4
년 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은 후, 저는 아메리칸드림을 추구하며 
빈곤선 아래에 있던 저를 스스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들의 분투를 이해하기에 우리 선거구의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옳은 일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제 캠페인은 우리 모두가 지지할 수 있는 Start of A New Conservative 
Movement (새로운 보수 운동의 시작)입니다. 저는 최연소 의회 지도자 중 한 
명이 되기 위해 출마합니다. 저는 Ronald Reagan (로널드 레이건)이래 OC에서 
가장 헌법적으로-보수적인 후보입니다.

저는 USC에서 정치경제학 학사와 공공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저는 직업 
정치인이 아닌, 변변치 않은 사업주입니다.

여러분의 연방 하원의원으로서, 저는 세금 감면을 지지하고, 법 집행과 군대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번영과 자유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제재에 반대할 것입니다.

제 캠페인은 우리나라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6월 예비 선거에서 Brian Burley (브라이언 벌리)에게 투표하십시오.

BrianBurl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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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IE PORTER (케이티 포터) 믽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연령: 48

UC Irvine 법학 교수이며 소비자 보호 변호사로서, 저는 금융 위기가 왔을 때 
월가에 맞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집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3년 동안 의회에서, 저는 오렌지 카운티 가정들을 위한 결실을 맺기 위해 공화당원 
및 민주당원과 함께 일해 왔습니다. 저는 “감시견”, “우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도자”, “의회의 가장 까다로운 질문자”로 불렸으며, 저는 저의 지도력에 대한 
기대치를 계속 높여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몇 번이고, 저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양당 지도자들에게 맞서 왔습니다. 저는 정부의 책임을 묻고 소비자를 속이는 
회사를 단속하기 위해 감독하는 노력을 이끌어 왔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둔 싱글맘으로서, 오렌지 카운티가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탄탄한 경제와 높은 임금을 받는 좋은 직업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 싸우고 있고, 아동 보육과 노인 부양을 보다 저렴하게 만들기 
위한 초당적 입법을 주도하고 있으며, 대형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처방약 가격을 
낮추고, 우리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너무 많은 이들이 깊이 뿌리내린 정당 지도자들과 강력한 특별이익단체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로비스트와 기업 PAC들의 선거운동자금을 
거절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하원의원으로서 항상 오렌지 카운티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경제를 탄탄하게 하고, 납세자들의 돈을 아끼고, 정신건강을 
해결하고, 우리의 환경과 해변을 보호하고, 부패를 척결하는 초당적 법안들을 
지지해 왔습니다.

저는 오렌지 카운티 가정을 위해 임기 동안 100% 싸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표를 얻게 된다면 영광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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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TT BAUGH (스캇 보) 공화당  
오렌지 카운티 사업주 연령:: 59

치솟는 범죄와 노숙자, 불안정한 국경, 극심한 인플레이션. 이는 Washington의 
극단주의 “진보적”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저는 우리의 경제를 회복시키고, 
국경을 지키고, 이웃을 보호하며 자유를 확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의회에 
출마합니다.

의회는 새로운 정부 프로그램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여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는 효과가 없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노숙자를 거리에서 몰아내고 우리 
지역사회를 깨끗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야 약물 남용, 정신 건강 및 이 
문제의 다른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안전한 동네는 필수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갱단 감축 개입 프로그램(GRIP)
의 회장으로서 저는 아이들을 갱단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법 집행 부서 및 학교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경찰과 보안관들을 지지하며 의회에서는 경찰 
지원 중단 운동에 반대하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재향군인들을 돌봐야 합니다. 재향군인의 자살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기 중 하나입니다. 2018년 Angel Force USA의 창립 이사회 임원으로서, 
저희는 자살 및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재향군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지역 고등학교의 설립자로서, 저는 교육을 개선하고 공직자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정책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새 의회 선거구는 30년 넘게 제가 살아온 곳입니다. 저는 지역사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미국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더 밝은 미래가 
있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제게 투표해 주신다면 
영광이겠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www.BaughForCongress.com을 
방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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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OPHER RODRIGUEZ                       공화당
(크리스토퍼 로드리게즈) 
시의원/사업가/농부 

저는 USMC 전투 참전용사이자, 퍼플 하트 메달 수상자이며, 소규모 사업주이고, 
선출된 Oceanside시 시의원이며, 7명의 아버지입니다.

제 철학은 간단합니다. 아메리칸드림은 그냥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여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아메리칸드림을 보존하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해병으로서, 그리고 지금은 선출된 시의원으로서, 
저는 제 삶을 봉사하는 것에 바쳐왔습니다. 저는 지역 기업을 보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세금을 낮추고 노숙자 인구를 줄이는 성공적인 정책의 시행을 위해 
투쟁해 왔습니다.

저의 지역사회를 위한 입증된 투쟁 실적에는 꼭 필요해 보이지도 않고 위헌적인 
교회와 기업의 코로나19 봉쇄에 맞서 투쟁한 샌디에고 카운티의 첫 선출직 
공무원이었음을 포함합니다. San Diego 지역 계획 기관 (SANDAG)의 상근 
이사로서 저는 발의된 자동차 주행거리 여행세 (VMT)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더 나은 미국을 위한 저의 우선순위에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비상식적인 지출 
행위와 가스, 식료품 및 전기의 엄청난 가격 인상을 중단시키는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남부 국경에서 마약과 불법 이민자의 유입을 중단시키고, 법 집행자들을 
지원하며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보호해야 합니다.

저는 헌법에 위배되는 백신 접종 의무와 공립학교에서 교육되고 있는 비판적 인종 
이론에 반대합니다. 저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우선시함으로써 중국에 책임을 
묻기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의회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을 영광으로 여길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제 웹사이트 www.RodriguezForCongress.us를 방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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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A A. BARTLETT (리사 A. 바틀렛) 공화당
카운티 수퍼바이저/여성 사업가 

미국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경제적 번영을 회복하고, 미국 가정의 인플레이션 부담을 

완화하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범죄로부터 우리 지역사회를 
보호하며, 사업체가 영원히 사라진 가정의 생계를 파괴하는 실패한 의무사항에 
맞서야 합니다.

카운티 수퍼바이저이자 시장으로서, 저는 공공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세금 
인상에 반대했으며, 상식적인 해결책으로 정부를 바로잡았습니다. 저는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해결책을 구현했고, 최고의 혁신적인 행동 건강 
거점을 구축했으며, 소규모 사업체들에게 코로나바이러스 봉쇄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수백만 달러의 자원을 확보해 주었고, 우리의 해안선을 보호하기 위한 청정 
대기 발의안에 투자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분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Larry Elder (래리 엘더)
보안관 Brad Gates (브래드 게이츠) (은퇴)
경찰국장 Paul Walters (폴 월터스) (은퇴)
캘리포니아 공화당 납세자 협회

저는 San Onofre에서 소비되는 연료의 안전하고 편리한 제거를 보장하기 위해 
수퍼바이저 Desmond(데스몬드)와 함께 Action for Spent Fuel Solutions 
Now Coalition (사용된 연료 처리 방안 연합)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업의 임원이자 여성 사업가로서, 제게 주어진 기대가 있었기에 저는 수십 년 
동안 팀을 이끌었으며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선출된 모든 지도자들은 동일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수퍼바이저로 그리고 Dana Point 시장으로 선출된 최초의 
일본계 미국인으로서, 저는 우리 이웃과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우리 
지역의 경제적 생존력을 보장하며,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치지 않고 
일해왔으며 이 모든 것은 확실히 우리의 삶의 질을 보존하고 향상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성 하원의원으로서, 저는 미국을 강화하고 캘리포니아를 가족과 
기업이 다시 한번 번영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투쟁할 것입니다.

www.LisaBartlettforCong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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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 LEVIN (마이크 레빈)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제49선거구                             연령: 43

연방 하원의원 Mike Levin (마이크 레빈)은 우리 지역사회와 가족을 위해 
행동합니다.

다른 의회 의원들이 비난하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Mike Levin (마이크 레빈)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 당파적 분열을 가로질러 일합니다.

Mike Levin (마이크 레빈)은 무너져가는 도로, 다리 및 항구를 재건하고, 전력망을 
개선하고, 청정에너지의 미래를 개발하면서 수십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초당적 인프라 법을 통과시키려 노력했습니다.

Mike Levin (마이크 레빈)은 백신을 널리 보급하고 사람들과 기업들을 
지원함으로써 COVID 위기 대응에 앞장섰습니다.

Mike Levin (마이크 레빈)은 건강보험개혁법을 강화하고 자녀 세액 공제를 
확대하기 위해 투표했습니다.

재향군인회의 리더로서, Mike Levin (마이크 레빈)은 Biden (바이든) 대통령과 
Trump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서명한 재향군인의 주거, 보건 의료, 교육 및 고용 
기회를 개선하기 위한 17개의 초당파적인 법안을 작성했습니다.

Mike Levin (마이크 레빈)은 San Onofre의 핵폐기물 오염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초당파적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Tijuana 강의 유독성 
오염을 정화하기 위해 3억 달러를 확보했고, 우리의 해안 절벽의 위험한 침식을 
막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Mike Levin (마이크 레빈)은 듣습니다. 그는 85개 이상의 시 회의와 250개 
이상의 지역 주민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Mike Levin (마이크 레빈)은 의회 의원들의 주식 거래를 막기 위한 초당적 
연합에 참여함으로써 부패를 막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 경찰관, 소방관, 간호사, 교사들이 모두 동의하는 이유입니다: 
Mike Levin (마이크 레빈)은 여러분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Mike Levin (마이크 레빈). 자세한 내용은 mikelevin.org를 참조하십시오.

1170

Candidate ID: 1170-1
Generated: 02/25/2022 04:30:07 PM

UNITED STATES REPRESENTATIVE, 49TH DISTRICT

Approved as to content
and form.

Deputy Date

Supervisor Signature Date

Once this document is signed by the candidate, the 
statement will be published without further 
modification. NO CHANGES WILL BE ALLOWED.

Candidate Signature Date

JOSIAH O’NEIL (조시아 오네일) 공화당
보안관 대리/사업가

저는 Josiah O’Neil (조시아 오네일)이며, 전투 참전용사이고, 전직 특별 
수사관이며, 현재 부보안관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제49선거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국토의 국경 통과 지점 바로 위에 위치해 있으며 미국 전역으로 가는 범죄 
활동의 관문입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것보다 가장 
위험한 마약 범죄 조직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테러 위협, 인신매매, 그리고 
엄청난 양의 펜타닐과 같은 마약으로 인해 우리 아들들과 딸들을 무서운 속도로 
죽이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에콰도르에서 자라면서 저는 미국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기관에 감사함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역사회를 망치고 있는 
범죄를 멈춰야만 합니다. 범죄는 의회에서 연방정부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국제 마약 범죄 조직과 테러조직이 우리 
지역사회의 폭력과 죽음의 핵심입니다. 저는 Josiah O’Neil (조시아 오네일)이며, 
이 선거구의 공직에 출마한 범죄에 맞서는 사람입니다. 저는 의회가 범죄에 얼마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현실과 멀어진 같은 정치인들은 
그만 선출하시고, 남편이자, 세 아이의 아버지며, 법 집행관인 제가 여러분의 매일 
겪는 어려움을 Washington DC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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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EE TAYLOR (르네 테일러) 공화당
사이버 보안 관리자/항공병

저는 23년 이상 복무한 3세대 재향군인이며, 사이버 보안 전문가이자, 지역사회 
옹호자이기도 한 Renee Taylor (르네 테일러)입니다. 제 구호인 “SoCal Reborn 
(남가주여 다시 태어나라)”는 제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 이름을 번역하면 다시 
태어남 - 즉 부활 또는 복구를 뜻합니다. 저의 경험을 통해, 저는 군/재향군인 문제, 
노화/고령화, 불충분한 의료 보험 보장범위/서비스, 치솟는 비용으로 인한 제한된 
예산, 주택 불안정화, 비효율적인 국경 보호 등 우리가 정기적으로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결과를 성취하는 리더로서, 여러분의 
지지를 받아, 우리는 새로운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번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남가주에서 20년 이상 살아오고 있으며, 과거 국제 비즈니스 학사 학위와 
항공 과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군사적으로는, F-16 팀장으로 입대한 후 
전투 통신 및 사이버공간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중위 계급에까지 
올랐습니다. 저의 직무 및 업적에는, NATO 평화 협력을 통한 우크라이나 사이버 
방위 대사, 사이버 공간 작전을 위한 역량, 프로그램, 및 교육을 수립하는 국방부의 
참모 장교, Jump Start 작전 (남부 국경 임무) 참여 등이 포함됩니다.

제 민간 경력으로는, 사기업 및 연방 기관의 사이버 보안 관리 업무를 전문으로 
해왔습니다.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의료 보험 및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어머니께서 유방암을 극복하는 것을 도와드렸고, 전투 참전용사로서 엄청난 
PTSD에 시달리고 있는 제 남자형제의 편에서 함께 싸웠으며, 암에 걸린 고령 
여성을 위한 비영리 단체를 공동 설립했고, 오렌지 카운티 재향군인 자문 위원회와 
같은 여러 기관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우리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사회를 다시 살리는 데 승리합시다. Renee 
(르네)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 SoCal Reborn (남가주여 다시 태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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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AN MARYOTT (브라이언 매리앗) 공화당 
사업가/비영리 단체 임원 
변기가 고장나면, 배관공에게 연락을 합니다. 몸이 좋지 않으면, 의사에게 연락을 
합니다. 국가의 부채가 늘어나고 인플레이션이 급증하면, 재무 설계사와 기업 
임원에게 연락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을 Washington으로 보냅니다. 

저는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려울 때를 위해 절약하며, 자녀를 대학에 
보내고, 품위 있게 은퇴하여,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가정들을 돕는 데 제 인생을 
보냈습니다. 접시를 닦으며 대학을 다닌 저는, 꾸준히 저의 재무 사업 경력을 
쌓아올렸고 승진하여 수백 명의 직원과 수십억 달러의 자산 관리직을 맡았습니다. 

여러분의 연방 하원의원으로서, 저는 낭비되는 정부의 지출을 통제하고, 국가 
예산의 균형을 맞추며, 감추어진 세금 인플레이션을 끝내기 위해 수십 년간의 저의 
재무 경험을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불건전한 재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로서, 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범죄는 증가하고, 불법 이민은 사상 최고조에 
달했으며, 정부는 비대해졌고 크게 비효율적이며, 의미 있는 교육 개혁은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는 고삐 풀린 정부의 지출을 중단시키며 우리의 국경 안보에 힘쓰고, 일자리 
및 경제를 성장시키고, 용감한 법 집행관들의 편에 서고, 학업의 우수성에 집중하는 
것에 진지하게 임해야 할 때입니다. 

전임 시장으로서, 저는 저희 도시가 거주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좋은 안전하고, 멋진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이웃, 기업, 지역 사회단체 및 법 집행 기관들과 
협력해왔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 사회가 마땅히 누려야 하지만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는 리더십을 다시 되찾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게 한 표를 주신다면 큰 영광일 것입니다. 

www.MaryottForCong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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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BOUCHOT (헨리 부쇼) 민주당
시의원, Whittier 시 연령: 37

요즘 정치인들은 특별 이익 단체에 맞서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저는 
다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사람들을 위한 풀뿌리 운동을 벌이고 있는 해병 전투 
참전용사입니다. 

남편이자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 저는 Sacramento가 캘리포니아에서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지게 만들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의 삶의 질이 
우리보다 못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Sacramento의 정치적 부패와 
성추행 스캔들에 지쳤으며, 군 검찰관으로서 제가 그랬던 것처럼 선출직 
공무원에게도 동일한 윤리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 아버지는 멕시코에서 이민 오셨고 제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고, 용기 있는 한 사람이 어떻게 
모든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2018년 장기 재임자를 
제치고 Whittier에서 역대 최연소 시의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산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우리는 경찰의 대응 시간을 줄였습니다. 우리는 확고하지만 
공정한 접근법을 사용하여 노숙자를 줄였습니다. 우리는 공원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고 도서관을 개조했습니다. 우리는 사회 복지 기금을 늘리고, 팬데믹 구호 
보조금을 사용하여 소규모 사업체들이 계속 영업될 수 있도록 유지시켰으며, 
코로나 감염률을 낮추기 위한 자원을 제공했습니다. 

저는 직업 정치인이 아닙니다. 저는 공무원입니다. 저는 공직에 청렴성을 되찾고 
저렴한 주택 공급, 깨끗한 공기,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 평등한 권리, 더 나은 
학교, 그리고 안전한 지역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싸울 사람을 원하신다면, Henry Bouchot (헨리 부쇼트)를 상원의원으로 선출해 
주십시오. 

www.henryforse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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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LLY SEYARTO (켈리 세이아토) 공화당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 연령: 62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망가졌습니다. 우리 입법부에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없습니다.

10년에 걸친 압도적 다수의 일당 통치로, 실패가 명백해졌습니다. 한때 골든 
스테이트였던 곳이 그 빛을 잃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힘들고, 우리의 세금은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노숙자 야영지는 계속해서 우리 
지역사회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대비하여 준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이전 어느 때보다 덜 안전합니다. 우리의 도로 상태는 미국에서 가장 
열악한 축에 들며, 유가는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규모 사업 환경은 전국에서 
최악이며, 우리는 물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 왔습니다.

납세자에게서 나온 수십억 달러를 지출했는데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 상원의원으로서, 저는 이러한 지속적인 문제들을 재정적으로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다루고 우리 정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재확립할 것입니다. 저는 
납세자들을 위한 목소리가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소방관으로 35년 그리고 지방 정부에서 13년을 일했고, 행정학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 다년간의 인생 경험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지역에서 가정을 꾸렸고, 아이들은 지역의 공립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캘리포니아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한 표를 겸허히 요청드립니다.

방문하십시오: SeyartoforSe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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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ONDA SHADER (론다 샤더) 공화당
시장/소규모 여성 사업가 

저는 자랑스럽게 오렌지 카운티를 고향이라 부릅니다. 제 남편과 저는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웠으며, 저는 여기서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시 공무원 한 명이 $5,000,000의 혈세를 횡령했습니다. 저는 
분개했으며, 처음으로 공직에 출마했고 여성 시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저의 
당선 이후, 저는 그 범죄로부터 저희 시가 재건하도록 도왔고, 시장이 되어, 다음과 
같은 성과를 냈습니다:

자체 소방 부서 출범으로 $28,000,000 절감
캘리포니아에 처음으로 시-카운티 사회 기반 시설 지구를 만들어 5,000개의 
고임금 일자리 창출
새로운 소규모 사업을 돕기 위한 사업 면허 발급 절차 간소화
노숙하는 재향군인을 위한 주택 제공
코로나 기간 중 보조금, 융통성 있는 시 승인 및 기타 지원

소규모 사업주, 여성 시의원, 그리고 시장으로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의 모범 사례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기록적인 예산 흑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원의원으로서, 
저는 다음을 이루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노숙자 퇴치를 위한 지방 정부에 권한 부여 및 자금 지원
생활비 감축을 위한 유류세 및 판매세 인하
진열장을 깨고 물건을 탈취하는 강도 범죄에 대한 법률 번복
교사, 소방관, 경찰관 및 보안관 부관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며 보장
차터 스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되 공립학교에 완전한 자금 지원
5, 22, 55, 57 및 91번 고속도로들의 교통 개선을 위한 주 기금 제공

선출된다면, 저는 소통하여, 우리 선거구 전역 Anaheim, Buena Park, 
Fullerton, Garden Grove, La Habra, Orange, Placentia 및 Santa Ana에서 
타운홀 회의를 가지겠습니다.

상원의원으로 Rhonda Shader(론다 샤더)에게 투표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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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 UMBERG (톰 엄버그) 민주당
상원의원/소규모 사업가 
우리는 너무 힘들었던 지난 2년을 보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저는 소규모 사업체들을 위한 수백만 달러의 보조금을 
확보하고, 가격 부풀리기를 엄중히 단속하기 위한 획기적인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EDD 신청을 지원하고, 코로나 검사 및 예방 접종 노력을 이끌었습니다.

노숙자 문제와 주택 비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저는 형식적인 절차를 줄이고 
주택 지원 및 임시 주택을 확대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이 프로그램에 15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또한 저는 이동 주택 소유주들, 특히 고정 수입자에 대한 
보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부모, 조부모, 그리고 교육 옹호자로서, 저는 학교 교직원이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법안을 작성하여 오렌지 카운티의 디스커버리 큐브에 1천2백만 달러를 
확보했고, 이중 언어 몰입 프로그램으로 1천만 달러, 그리고 Santa Ana 동물원에 
교육 프로그램으로 2백만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주로서, 저는 관료주의를 간소화하고 오렌지 카운티에 새로운 고임금 
일자리를 유치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강건하게 유지하기 
위해 일했습니다.

전직 연방 검사로서, 저는 범죄 예방과 공공 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저는 Sacramento에서 형사사법 제도가 모든 캘리포니아 사람들에게 공정함을 
보장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세 번의 해외 파병을 다녀온 은퇴한 미 육군 대령으로서, 저는 항상 재향군인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민간기업들이 재향군인을 고용하도록 장려하는 
법을 제정했으며 오렌지 카운티에 재향군인 묘지를 유치하기 위해 매일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여러분을 위해 계속해서 봉사하고 지역 사회의 더 든든한 
미래를 구축할 수 있다면 영광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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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CARR (킴 카) 민주당  

시의원, Huntington Beach 시 연령: 51

저는 Huntington Beach 시의원이며 전직 시장인 Kim Carr (킴 카)입니다. 
우리에게는 Sacramento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상식적으로 해결할 강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자리만 옮겨 다니는 정치인들을 봐왔습니다.

시장으로서, 저는 지역사회 전체에 혜택을 주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우리의 문제에 대처했습니다. 우리는 긴급하지 않으며, 폭력적이지 
않은 공공 안전 호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모바일 위기 대응 팀을 창설하여 
계속되는 정신 건강 위기에 대처했으며,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74개의 침대를 갖춘 노숙자 안내 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기름이 
유출되어 우리의 해안선을 위협했을 때,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 수천 갤런의 기름이 
습지를 파괴하고 야생동물을 죽이는 것을 막았습니다.

저는 3세대에 걸쳐 캘리포니아에 거주 중인 주민이며 거의 제 평생 동안 이 
선거구를 고향이라 불러왔습니다. 저는 Garden Grove의 Pacifica 고등학교와 
CSU Fullerton을 졸업했으며, 지난 25년간 저와 제 남편은 Huntington Beach
에서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저는 열린 사무 정책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에게 한 말은 약속으로 
지키겠습니다. 여성 연방 하원의원 Katie Porter (케이티 포터), 상원의원 Dave 
Min (데이브 민) 및 Tom Umberg (톰 엄버그), 그리고 약 100명의 선출직 
공무원들과 함께 주 상원의원으로 Kim Carr (킴 카)를 지지해 주십시오.

www.votekimcar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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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ET NGUYEN (자넷 우엔) 공화당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여성 사업가 연령: 46

가정을 꾸리고 거주하기에 뛰어나게 좋은 곳인 오렌지 카운티에서 봉사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범죄, 노숙자, 높은 
생활비 및 일자리를 다른 주에 빼앗기는 것은 모두 시민들의 실제 요구와 동떨어진 
주 정부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대표자로서, 저는 경찰 자금 지원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무모한 
정치인들에 반대하며 법 집행자들과 함께합니다. 저는 상원에 법 집행관들의 
선택을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소방관, 보안관 및 경찰관을 비롯한 
75,000명이 넘는 공공 안전 공무원의 지지를 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노숙 문제와 싸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출을 낭비하는 것보다,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즉시 수용 시설을 치우고 노숙자들을 길거리와 우리 동네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제가 세금 인상을 막기 위해 싸우기 때문에 Howard Jarvis (하워드 자비스) 
납세자 협회 정치활동위원회는 저를 지지합니다. 저는 유류세를 인하하여 
통근자와 근로 가정들의 근심을 완화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제가 일자리를 보호하고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일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의 
제조업체 및 기술 회사들은 저를 가리켜 “제조업의 챔피언”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의 소기업 단체들로부터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저의 경험은 오렌지 카운티 상원 의원, 오렌지 카운티 수퍼바이저, 재단 이사, 
소규모 사업주, 상공 회의소 부회장, U.C. Irvine 졸업을 포함합니다.

제 남편인 Tom(톰)과 저는 두 명의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자신의 
꿈을 추구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미래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제게 투표해 주신다면 큰 영광일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Janet2022.com을 방문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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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E KERR (죠 커) 민주당
은퇴 소방대장 

현재 캘리포니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3대 위기는 팬데믹, 기후 변화와 
관련된 산불, 그리고 오래 지속되는 가뭄입니다. 저는 이러한 3가지 비상 상황 
모두에 대해 폭넓은 경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는 Santa Ana 칼리지의 백신 접종 센터에서 봉사하기 위해, 사고 
지휘 및 통제에 정통한 숙련된 소방관으로서의 은퇴 생활을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이 세계적인 팬데믹 사태가 한창일 때 우리 지역사회의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저희는 일주일에 5일에서 6일씩 근무하며 120,000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저는 다양한 의료 배경과 
직업을 가진 170명의 직원들을 이끌어 이들이 주, 연방 및 지방법을 준수하고 5
곳의 OC 접종 센터와 힘을 합쳐 이 꿈같은 일을 현실화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훌륭한 직원들이 힘을 합쳐 구해낸 생명들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 OC 소방대장이자 오렌지 카운티 야생 산불 방어 설계자이자 173K 
에이커 규모의 캘리포니아 주 영토를 담당하는 식물 관리 설계자로서, 저는 우리 
주의 도시와 산림인접지 화재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통제 방화를 
실시했고, 연료 감축 프로그램을 수행했으며, 매우 엄격한 모범 산불 예방 규정에 
따라 도시와 산림인접지에 위치한 수만 개의 가구와 사업체를 위한 연료 개조 
계획을 설계 및 승인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들 중 어느 곳도 산불로 손실되지 
않았습니다.

Sacramento에 챔피언을 보냅시다! Joe Kerr(죠 커)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www.votejoeker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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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LIP CHEN (필립 첸)                               공화당
주 하원의원/사업주

저는 범죄와 맞서고, 인플레이션 상승을 막고, 세금을 낮추며, 정부에 책임을 묻고, 
의료 비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이끌고 있습니다.

전직 예비 부보안관으로서, 저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범죄를 경범죄로 낮추고 중범죄자들의 조기 석방을 
허용한 AB 109, 발의안 47, 발의안 57으로 인해 캘리포니아에는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범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법 집행 담당자들이 우리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자원을 갖도록 하는 입법을 지지함으로써 이러한 형편없는 정책들을 
뒤집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오렌지 카운티 부보안관 협회와 캘리포니아 전문 소방관 협회가 저를 
지지했습니다.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은 모든 캘리포니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너지 비용과 유가를 낮추고, 항구의 공급과 운송을 확대하고,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기회, 그리고 더 탄탄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정치를 지지합니다. 

Howard Jarvis (하워드 자비스) 납세자 협회는 제가 발의안 13을 보호하고 세금 
인상 계획에 반대했기에 저를 지지합니다.

우리의 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저는 대유행 초기부터 대규모 실업 수당 사기에 대한 
대응이 더뎠던 EDD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의료비용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처방의약품을 저렴하게 만드는 미 역사상 
가장 포괄적인 의약품 가격 투명성 법안을 지지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생활비를 절감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www.phillipchen.org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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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O “ROB” CANCIO 민주당
(로베르토 “랍” 칸시오)
박사/교육자/사업가	

저는	높은	유가,	인플레이션,	의료	비용	및	보수가	더	나은	일자리의	필요에	고통	
받는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일하고자	출마합니다.	저는	재정적	책임에	대해	
강경한	생각을	지닌	온건주의자로,	이는	주택	업계에	대한	상세	분석을	포함한	
저의	비즈니스	경험에서	비롯되었으며,	저는	이	경험을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더	많이	짓는	데	활용할	것입니다.

저는	해군	및	해병대	공로훈장,	이라크	종군	훈장,	그리고	대테러	공로훈장을	받은	
이라크전	참전	용사입니다.

저는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데	열정이	있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이	
지역의	주민으로	살아왔으며,	학교도	K-12까지	모두	이	지역	출신이며,	 	U.C.	
Berkeley를	 거쳐	 Miami	 대학교에서	 PhD를	 취득했습니다.	 저는	 대학교수로	
존경받는	두	곳의	대학에서	교수직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저는	현재	Norwalk-La	Mirada	교육위원회에	봉직하며	새롭고	혁신적인	
학생	성취	프로그램과	자원,	정신	건강	서비스,	재정적	책임,	그리고	학교-직업	연계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	하원의원으로써,	저는	경제적	발전,	공공	안전	(제	형제와	자매는	둘	
다	치안	담당자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	공급,	그리고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는	후보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사회	및	캘리포니아를	대담하며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진!	제가	이라크	전투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계	내부자들이	아닌,	지역에서	선출된	지도자들,	지역	봉사	
단체	회원들,	성직자	및	풀뿌리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를	얻게	된다면	영광일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votecancio.com을	방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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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NCA PACHECO (블랑카 파체코) 민주당
Downey 시장 

Blanca Pacheco (블랑카 파체코)는 간호사와 통학버스 운전사의 딸로 태어나, 
우리 지역사회에서 자랐으며, 지금은 Downey 시장으로 봉직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층의 가정에서 성장하였고 평생 동안의 민주당원으로서, Blanca (블랑카)는 
지역 변호사 및 여성 사업가로서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시장으로서, Blanca Pacheco (블랑카 파체코)는 주민과 이웃을 가장 
우선시했습니다. 그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그녀는 근로 계층의 주민들이 
그들의 집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돕고,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지 않도록 지역 
소기업들을 지원하였고, 상업 및 주택 세입자의 퇴거 유예를 진두지휘했습니다.

시장으로서, Blanca (블랑카)는 본인의 지역사회를 최우선 순위로 삼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녀는 항상 근로자와 소기업을 돌봐 왔으며, 그것이 시장으로서 Downey
의 실업률을 18%에서 6%로 낮추는 데 도움을 준 이유입니다.

Blanca Pacheco (블랑카 파체코) 시장은 다음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 여성 하원의원 Lucille Roybal-Allard (루실 로이벌-올라드)
연방 여성 하원의원 Grace Napolitano (그레이스 나폴리타노)
주 상원의원 Bob Archuleta (밥 아츄레타)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Janice Hahn (재니스 한)
필수 근로자들

전직 교육자로서, Blanca (블랑카)는 지역의 학교를 개선하고, 교사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Blanca (블랑카)는 증가하는 범죄가 우리 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지역 비영리 단체와 경찰 부서와 협력하였고, 
그리하여 오늘날 Downey는 캘리포니아의 평균 도시보다 거의 40% 낮은 
강력범죄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 여성 하원의원으로서, Blanca (블랑카)는 주택 가격을 더 저렴하게 만들고, 
우리의 거리를 안전하게 지키며 여러분을 옹호하겠습니다. 6월 7일에, Blanca 
Pacheco (블랑카 파체코)를 주 하원의원으로 선출해 주십시오.
PachecoForAssembly.com
Blanca Pacheco (블랑카 파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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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 ESPINOZA (로즈 에스피노자) 민주당
이사장/여성 시의원

저는 La Habra 시의 여성 시의원으로 21년간 봉직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2000
년에 선출되었고, 2004년, 2008년, 2012년, 2016년, 2020년에 재선되었으며, 
2004년, 2008년, 2012년, 2017년, 그리고 2021년에 시장직을 맡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시민으로 Rosie의 차고 설립자이며 시의 여성 시의원으로 변화를 
꾀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위험에 처한 저소득층 아동들을 도와 온 저의 자원봉사로 
“Points of Light” 재단의 미국 대통령 자원 봉사상 등을 포함한 국가적인 
표창과 수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또한 돌봄 및 인도적 봉사활동을 장려하고 행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몇몇 이들에게 수여하는 명망 있는 국가돌봄상 (National 
Caring Award)도 수상했습니다. 수상자들 중에는 Mother Teresa (마더 테레사), 
Homeboy Industries의 Gregory Boyle (그레고리 보일) 신부님, UCLA의 
농구코치 John Wooden (존 우든), 야구의 명예 전당에 입회한 Cal Ripken, Jr.  
(칼 립켄 주니어)등입니다.

저는 경험이 풍부한 여성 시의원으로서 납세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효율성의 주요 예는 2005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소방국과 La Habra, La 
Mirada, 그리고 Whittier 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모든 시민들은 자신이 선출한 사람들이 그들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확신을 원합니다. 여기에는 안전한 이웃, 저렴한 주택, 의료 보장, 탄탄한 경제, 
양질의 교육이 포함되며, 이 모든 것이 제64선거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안과 원인을 지지하게 된다면 영광일 것입니다. 
우리 선거구가 직면한 긴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의 투표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www.roseespin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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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 YOO (수 유) 공화당
교육위원회 위원장 

참을 만큼 참으셨나요?

이제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주를 우리의 아이들과 손주들을 위해 올바른 길로 
되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단일 정당 체제의 실험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기록적인 유가, 값비싼 소비 물자,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주택 가격은 캘리포니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메리칸드림을 
빼앗아 갔습니다. Sacramento의 세금과 지출 문화는 더 많은 주민들과 
사업체들을 우리 주 밖으로 몰아낼 뿐입니다. 

Sacramento의 정치인들은 범죄자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며 이는 그 결과가 결코 그들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자금을 중단하는 대신, 우리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거리와 이웃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법 집행 파트너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ABC 통합 교육위원회의 회장으로서, 저는 캘리포니아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실망시킨 것을 목격했습니다.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전국에서 41위입니다. 
무지한 주 정치인들이 실시한 장기 휴교로 인해 학업 성취도의 격차는 더욱 
벌어만졌습니다. 우리는 학부모들에게 그들의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줌으로써 우리의 교육 체계를 재설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엘리트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번창하는 캘리포니아를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아이들과 손주들이 안전함을 느끼고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캘리포니아를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재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족의 가치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리더가 필요한 
때입니다.

저, Soo Yoo (수 유)를 주 의회로 선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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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 BRAR (파람 브라) 민주당
 연령: 23

제 이름은 Param Brar (파람 브라)이며 저는 캘리포니아 주 하원 제67선거구에 
출마합니다. 결론은 대기업이 주 의회 전체를 매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포퓰리즘 사상을 실행하는 정치인에게 신물이 나지만, 그러나 항상 기업과 
로비스트들에게 유리한 투표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체제, 반부패, 사람들이 
후원하는 캠페인을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근로자 계층 가정을 대표하고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보건 의료, 노숙자, 주택, 교육 및 경제를 포함한 실질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저는 1998년 Fullerton, CA 에서 인도 출신의 두 근로자 계층 이민자의 외동으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20세의 나이에, 캘스테이트 Fullerton에서 경영학 학사를 
받고 졸업했습니다. 저는 보잉사에서 방위 산업의 수리 계약을 관리하는 공급망 
관리 업무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보잉사에서 3년간 일하면서 동시에 MBA
를 2021년에 마쳤습니다. 또한 저는 공공 서비스에 몸담기로 결정하기 전 소규모 
물류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저는 공직에 출마할 숨은 의도가 없으며, 제 목적은 저와 같은 근로 계층 가정을 
대표하고 어린이, 성인, 노인 및 재향 군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치에서 돈을 배제하고 다음 세대의 
리더들이 공직자들이 되어 지역사회를 대표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parambrar.com 또는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서 
Param4assembly를 방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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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LINO VALENCIA (아벨리노 발렌시아) 민주당
시의원/주 하원의원 지역구 대리 

이웃 여러분들께,

제가 주 하원에 출마하는 이유는 성과를 내는 데 정확히 초점을 맞추며 경험이 
많으면서 신뢰할 수 있는 주 하원의원이 오렌지 카운티에 마땅히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배경과 경력은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지역 시의원, 
전 시 예산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주 하원의원 Tom Daly (톰 데일리)의 수석 
보좌관으로서 오렌지 카운티를 위해 봉사하는 영광을 누려 왔습니다.

주 하원의원으로서, 저는 다음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학교에 전액 자금을 지원하고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 사업체들의 회복과 좋은 보수를 지불하는 일자리 창출을 돕겠습니다.
주택 & 정신 건강에 투자하여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기후 변화와 싸우며 깨끗한 공기와 물을 보장하겠습니다.
동네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비상 대응 시간을 개선하겠습니다.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을 위한 양질의 보건 의료를 보장하겠습니다.

저는 성공적인 소규모 사업체를 세운 이민자 부모의 아들로서 오렌지 카운티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지역 공립학교에 다녔고 San Jose 주립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았으며 Johns Hopkins 대학에서 공공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저의 
고등학교 시절부터의 연인이자 현재 아내인, Monica Valencia (모니카 발렌시아) 
박사는 초등학교 부교장입니다.

저는 우리 선거구의 현 주 하원의원인 Tom Daly (톰 데일리)를 비롯해 Lou 
Correa (루 코레아) 연방 하원의원, Tom Umberg (톰 엄버그) 주 상원의원, 
그리고 Cottie Petrie-Norris (코티 페트리-노리스) 주 하원의원과 같은 지역 
민주당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제 캠페인은 
Anaheim, Orange 및 Santa Ana에서 선출된 지도자들과 지역사회 지도자, 
그리고 교육 리더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전에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거나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직접 (714) 485-6864로 전화를 주시거나 
www.AvelinoValencia.com으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할 준비가 되어있는,
Avelino Valencia (아벨리노 발렌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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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 TARDIF (마이크 타디프) 공화당
소규모 사업주 

저는 우리의 골든 스테이트가 향하는 방향에 우려하며 출마합니다. Sacramento 
정치인들에 의해 시행된 도를 넘는 정책들이 저희를 궤도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주 하원에 출마하는 이유입니다; 유권자들에게 
정부의 책임감, 투명성, 그리고 재정적 책임을 투표용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당의 압도적 다수는 끝없이 상승하는 세금과 규정을 
부과했고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그들의 가족들 및 사업체를 데리고 타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Sacramento에서 내려진 정책 결정들은 주택, 식량 및 
에너지 비용을 급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여러 수준에서 진전을  
저지하는 관료주의와 규정을 줄이기 위한 심각한 정책 변경이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낮은 pre-k/12 교육시스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 선택을 장려하고 활발한 공립 차터 스쿨 제도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구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형사사법제도는 우리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작동해야 합니다. 저는 법 집행관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 및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남녀 모든 이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압도적 다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Sacramento에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Mike Tardif  
(마이크 타디프)를 캘리포니아 주 하원 제68선거구에 투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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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BERLY HO (킴벌리 호) 공화당
Westminster 여성 시의원/기업가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현재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담스러운 세금, 낭비적인 정부 지출, 교육에서의 
친권의 부패, 증가하는 폭력 범죄, 지역 경제를 마비시키는 정부 정책, 지역 조건을 
악화시키는 Sacramento의 제재, 그리고 개인의 자유가 퇴보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이익보다 특수 이익 단체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에 더 열중하는 직업 
정치인들에게 속아 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현상 유지, 혹은 안전과, 번영과, 그리고 
기회로 가는 길 중 하나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Sacramento에서 비윤리적 행동, 
부패, 뒷거래를 없애고 대신 책임감, 투명성, 경제적 기회, 그리고 자유의 회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사람들의 더 나은 날을 대표하는 후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진정한 미국의 성공 스토리입니다. 제가 11살이었을 때, 저희 
가족은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후, 저는 노력과 교육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저는 인생 경험과 교육을 통해 혁신적인 피부 복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제가 첫 베트남계 미국인 Westminster 여성 
시의원으로 선출되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시의원으로서, 정부의 투명성, 재정 책임, 법 집행에 전액 지원, 경제적 기회, 
제한적이지만 목적이 있는 정부를 위해 싸워온 검증된 전력이 있습니다. 저는 부패, 
비윤리적인 행동, 그리고 뒷거래를 폭로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Westminster
에서 한 것처럼 Sacramento에서도 끈기를 가지고 싸울 것을 맹세합니다.

www.votekimberlyh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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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 TA (트리 타) 공화당
시장/사업주

저의 아메리칸 드림은 우리 가족이 자유를 찾아 Saigon에서 이민을 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저는 저희 가족 중에서 처음으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보수가 좋은 직업을 찾도록 
돕는 직업 상담사였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중산층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 주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합니다.

저는 저에게 많은 것을 준 나라에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2012년에 저는 첫  선출된 
베트남계 미국인 시장이 되었습니다. Westminster 시장으로서, 저는 경찰 보호를 
강화하고 도로에 난 구멍을 메우는 것과 같이 기본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범법을 
행한 불법체류자를 보호하는 ‘Sanctuary Cities (피난처 도시)’를 막기 위한 
투쟁에 앞장섰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중산세 및 소기업 감세를 지지하며 “No 
New Taxes Pledge (새로운 세금 없음 서약)”에 서명했습니다.

저는 “Defund the Police (경찰 자금 회수)”에 반대하며,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줄이고 흉악범을 조기 출소시키는 주법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폭동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모의 권리를 지지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마스크를 쓸지, 어느 학교에 
다닐지 결정하고, 그들이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 발언권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불법 이민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국경을 지키고 마약, 총, 그리고 사람들의 
이동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노숙자들에게 약물 중독과 정신 건강 치료를 의무화하고, 위험하고 더러운 
노숙자촌을 청소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저는 비판적 인종론, 사회주의, 그리고 공산주의를 반대합니다.

미국은 저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우리 주를 모두에게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제가 열심히 일함으로써 감사함을 표할 기회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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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D BUI (테드 부이) 공화당
시의원/사업가 

저는 저의 가족이 공산주의를 피해 자유를 찾아 미국에 왔다는 사실에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사업주 및 시의원으로서, 
저는 우리의 자유를 보호하고 범죄, 노숙자 및 인플레이션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맞서 싸우기 위해 주 하원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저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소규모 사업체를 폐업시키는 
코로나 관련 명령을 끝내기 위한 지역적 노력을 이끈, 기업 친화적이며 납세자 
친화적인 보수주의자입니다.

경찰에 대한 자금 지원을 철회하는 것은 범죄와 시민의 불안을 증가시킬 뿐이며 
결국에는 우리의 법을 약화시킵니다. 저는 법 집행을 찬성하므로 지역 경찰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저는 범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우리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공공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노숙자 문제는 심각한 사항입니다. 우리는 노숙자들을 지역과 거리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중독 치료와 직업 훈련을 반드시 우선시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 로터리 클럽의 회장이며 
상공회의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선거구에 기업체와 좋은 보수를 
지불하는 일자리를 유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세금 인상, 
불필요한 규제 및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낭비적인 지출에 반대합니다.

저는 전 상원의원 John Moorlach (존 무어라크), 상원의원 Pat Bates (팻 
베잇츠), 주 하원의원 Laurie Davies (로리 데이비스), 그리고 Phillip Chen (필립 
첸); Fountain Valley 시장 Patrick Harper (패트릭 하퍼) 및 이전 시장 Larry 
Crandall (래리 크랜달), Garden Grove 시의원 George Brietigam (조지 
브리에티감); Stanton 시장 David Shawver (데이비드 샤버), Westminster 
시의원 Tai Do (타이 도); FVSD 이사 Jim Cunneen (짐 컨닌) 과 Ian Collins  
(이안 콜린스)를 비롯한 오렌지 카운티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투표를 얻게 된다면 영광일 것입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www.VoteForTed.com을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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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 RAHN (매트 란) 공화당
시장/교육자/사업가 

저는 헌법을 따르는 보수주의자입니다. 제 캠페인은 전현직 주 하원 및 상원 
공화당 지도부, 연방 하원의원 Darrell Issa (데럴 이사)와 Ken Calvert  
(켄 칼버트), 법 집행관, 검사들, 소방관들, 그리고 이웃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 안전 우선책

법, 소방 과학, 공중 보건 및 생물학을 가르치는 데 20년을 보낸 후, 저는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화재의 최전선에서 지역사회 화재 보호, 소방 및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보안관 및 검사장과 협력하여, 저는 법 집행을 위한 자금을 늘리고 범죄와 싸우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경찰 자금 회수’와 ‘안식처 도시’에 
강력히 반대하며 국경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성공적인 시장

저는 중산층 및 소기업 세금 감면을 지지하며, 사업과 고임금 일자리를 유치 및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하고, 
공중 보건을 우선시하며, 법을 집행함으로써 노숙인과 야영지를 크게 줄였습니다. 
저는 고속도로를 개선하고 교통 체증을 줄이기 위해 1억 1천만 달러의 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책임감 있는 학교

저는 Temecula에 새로운 최첨단 대학를 유치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저는 자녀의 
교육에 대한 부모님들의 선택을 옹호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헌법과 미국 역사를 
포함하는 커리큘럼을 신뢰합니다. 저는 UC Davis에서 Ph.D.를 받았고 San 
Diego 대학에서 법학 학위를 취득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며 간호학 학위를 받아 가족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어머니의 투쟁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지역사회를 더 강하고, 안전하며, 
거주하기에 건강한 곳으로 만들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정부의 임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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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E SANCHEZ (케이트 산체스) 공화당
여성 사업가/납세자 옹호자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저는 자신들을 대표하도록 선출한 
사람들 대신 특별 이익만을 대변하는 우리의 용기 없는 주 입법자들에게 지친, 
여러분과 꼭 같은 시민입니다. 저는 제 가족과 여러분을 위해 싸 우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캘리포니아 부모들, 사업주들, 직원들, 주택 소유주들, 그리고 세입자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망가졌습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우리의 지역사회는 노숙자, 그리고 
특혜를 받아 감옥을 나온 범죄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Sacramento의 정책으로 
인해 식료품, 주택 및 유가가 폭등했고, 이로 인해 많은 사업체와 누군가의 친구, 
이웃 및 가족인 주민들이 우리의 위대한 주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불행히도, 
Sacramento의 해결책은 이러한 실패한 정책을 더욱 완강히 밀어붙이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제가 출마하게 된 이유입니다.

대학생 시절부터, 저는 값비싼 세금 인상과 부담스러운 규칙 및 규정에 반대하는 
풀뿌리 조직 및 입법자들과 함께 일해 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저는 유류세 인상을 
폐지하고 주 전역에 적용되는 마일리지세에 반대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저는 우리의 학교, 사업, 그리고 경제에 해를 입힌, 주지사의 비상사용법
(Emergency Use Act)의 오남용처럼 주 정부의 과잉 개입에 대한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소규모 사업체와 일자리 증가를 옹호하고 우리의 가족에게 
고통을 안겨 주는 과도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Sacramento
의 냉정한 정치판을 이해하고 있으며, 첫날부터 여러분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 여성 하원의원으로서, 저는 신이 주신 생명, 자유, 재산 및 행복을 
추구함에 있어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투표와 지지를 얻게 된다면 영광일 것입니다!

www.sanchezforassemb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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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NE DIXON (다이앤 딕슨)                           공화당
시의원

급증하는 범죄와 노숙자, 치솟는 인플레이션, 무분별한 정부 명령, 공립학교의 
사회 공학 – 한때 위대했던 우리 주에서 사람들과 기업들이 대거 이탈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들은 모두 극단적이고 역기능적인 주 정부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 주의 
방향을 바꾸려면, 오만하고 이기적인 “진보적인” 정치인들을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Sacramento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시의회에 선출되기 전에 40년 동안 민간 부문에서 기업 임원으로 일했습니다. 
저는 납세자를 보호하고, 균형 잡힌 시 예산을 산출하며, 공공 안전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러분의 차기 주 하원의원으로서, 저는 이런 민간 및 공공 서비스 경험을 
Sacramento에 가져가 주 의사당에서 진보적 압도적 다수의 위험한 정책들과 
싸울 것입니다.

저는 노숙자들을 우리 거리에서 몰아내기 위해 힘든 결정을 내리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의 전문 법 집행관들을 공격하며 감옥 문을 열고 위험한 
범죄자들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는 “경찰 지원 중단” 군중에 맞설 것입니다.

저는 발의안 13을 보호하고 세금 인상을 막기 위해 일할 것입니다. 저는 납세자가 
조달한 자금과 혜택을 시민이 아닌 사람들에게 보내려는 Gavin Newsom (개빈 
뉴섬)의 계획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Pete Wilson (피트 윌슨) 전 주지사, 오렌지 카운티 공화당 그리고 캘리포니아 
공화당이 공식적으로 저를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주 하원에서 필요한 전사가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표를 받을 수 있다면 영광일 것입니다. 제 
웹사이트 DianeDixonForAssembly.com을 방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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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IE MANCUSO (주디 만쿠소)                     민주당
비영리 단체 임원/여성 사업가        연령: 59

저는 Laguna Beach에서 27년간 살아 오고 있으며, 환경, 사람, 동물 보호에 
헌신하는 비영리 단체인 Social Compassion in Legislation (입법에서의 
사회적 배려)의 설립자이자, CEO 및 회장 입니다.

양당과 함께 일하겠다는 저의 결심과 의지가 세계 최대의 특수 이익집단 중 일부를 
차지하고 승리하는 데 핵심이 되었습니다. 저의 비영리 단체는 54개 이상의 주 
법안을 후원해 왔고, 19개가 법률로 서명되었습니다.

커리어 초반에, 저는 20년 동안 대규모 엔지니어링 팀을 이끄는 정보기술 
관리자로서 소규모 기업부터 수십억 달러 규모 기업들의 자동화 및 운영을 
하였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수의학과 의사 협회에 임명되는 영광을 받았으며, 8년 동안 
공감대 형성자이자 사려 깊은 리더로서의 명성을 확고히 했습니다. 현재 저는 
Laguna Beach 환경 지속 가능성 위원회의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바다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야생동물을 지키며, 청정에너지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기후 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투쟁을 통해 우리 해안 경제를 보호하는 
실질적이고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 우리 지역사회를 옹호하겠습니다.

저는 검증된 전략으로 공중보건, 증가하는 범죄, 주거, 그리고 노숙을 다룰 
것입니다. 저는 또한 여성의 건강 결정은 항상 그녀와 그녀의 의사 사이에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저는 실질적인 결과를 내기에 필요한 인내심과, 노하우와, 리더십, 그리고 경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저는 옳은 일을 하며 저의 선거구민들을 옹호하는 대변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투표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www.judiemancus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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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JAMIN YU (벤자민 유) 공화당 
 연령: 39

저는 남편이자, 아버지, 육군 재향군인, 사업가이며 지역사회 운동가입니다.

10대에 몇 푼의 돈을 가지고 NYC로 이민을 간 저는, 저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월가의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중, 9/11 사건의 여파로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뉴잉글랜드에서 미국 심장부로, 
그리고 태평양 북서부에 이르기까지, 저는 조국을 위해 봉사하고 가족을 꾸리면서 
미국 대륙을 건너왔습니다. 마침내, 저희 가족은 훌륭한 교육, 안전한 지역 그리고 
아름다운 해안과 날씨를 갖춘 OC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는 시 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있으며 다양한 기관의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가족과 사업체는 특히 최근 어려운 시기에 지역사회, 법 집행기관, 
재향군인, 노인, 장애인 및 불우한 가정을 위한 비영리 단체들에게 정기적으로 
도움을 주어 왔습니다.

변변치 않은 동네에서 자라나, 항상 도전하며 제 자신을 높이면서, 열심히 일하고 
기회를 얻어 아메리칸드림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자 및 우리와 같은 
근로 가정들은 증가하는 범죄, 치솟는 인플레이션, 감당하기 어려운 집값 그리고 
무거운 세금 부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Sacramento의 엘리트와 그들의 실패한 
정책은 노숙 위기, 소규모 사업체들의 노동력 부족, 그리고 공교육의 저하 문제를 
악화시켰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신선한 관점, 에너지,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독립적인 대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뢰와 지지와 함께, 저는 공공 안전, 공정한 과세, 학교 선택, 달성 
가능한 주택 소유권, 그리고 투명하고 재정적으로 책임이 있는 정부를 위해 지치지 
않는 여러분의 옹호자가 될 것입니다. 함께, 우리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미래 
세대를 위한 아메리칸드림이 손 닿는 곳에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www.ElectBenjaminYu.com를 방문해 주십시오.

1360

Candidate ID: 1360-2
Generated: 03/09/2022 12:16:15 PM

MEMBER OF THE STATE ASSEMBLY, 72ND DISTRICT



6
섹션

10
유권자 지명 선출직 입법부 후보자 선거공약서

주 하원의원, 제73선거구

Approved as to content
and form.

Deputy Date

Supervisor Signature Date

Once this document is signed by the candidate, the 
statement will be published without further 
modification. NO CHANGES WILL BE ALLOWED.

Candidate Signature Date

STEVEN “STEVE” CHOI  공화당 
(스티븐 “스티브” 최) 
주 하원위원/교육자/사업가

유권자 여러분:

우리 주를 구하기 위해 여러분의 한 표를 바라는 바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당이 압도적 다수로 지배하고 있는 Sacramento
의 입법부는 우리에게 더 높은 세금, 낙제하는 학교, 범죄 증가, 끝없는 노숙자 
인구 증가, 치솟는 생활비,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름값을 선사하였습니다. 
대기업과 소기업들이 대거 우리 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적대적인 
사업과 납세자 풍토 때문에 일자리, 기회,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가족들이 우리 
주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20년 넘게, 저는 세금을 낮추고, 소비자를 보호하고,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 자신을 헌신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Irvine 통합교육구 교육의원으로, 그 다음에는 Irvine 시의원 및 시장, 
그리고 2016년부터 주 하원의원으로 공직 생활 전체를 오렌지 카운티에서 보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현재 고등 교육 (부의장), 은행 및 금융, 인적 서비스, 예술, 연예, 스포츠, 관광 
및 인터넷 미디어, 그리고 입법 윤리 등의 법제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Irvine에서 30년 넘게 교육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의사와 변호사인 두 
명의 다 큰 자녀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한 당이 지배하는 Sacramento에서 
해결될 수 없으며 우리는 양쪽 당의 균형과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Sacramento
에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되어 입법부의 일당 통치에 대항해 균형을 잡아 우리 주를 
구하는 데 여러분의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www.stevencho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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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RIE DAVIES (로리 데이비스) 공화당
주 여성 하원의원/사업주

우리의 주민들과 지역사회가 전례 없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는 Sacramento에서 우리를 대표해 줄 헌신적이고, 경험 
있고, 검증된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주 여성 하원의원으로서, 초당적인 방식으로 우리 주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에 대한 상식적인 해결책을 성공적으로 제정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여성 하원의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지지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세금 감면; 발의안 제13 보존;
부담스러운 규제 삭제; 낭비적인 정부 지출 삭감;
안전한 동네와 공원 조성; 노숙자 위기 해결;
중범죄자들의 조기 석방 중지.

현 임기 동안 저는 만장일치로 통과된 6개의 새로운 법을 제정하였으며, 그 후 
주지사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다음 임기에 저의 우선 사항들은 다음을 포함할 
것입니다:

경찰, 소방 및 응급구조 대원들에게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고 필요한 모든 
교육을 받도록 보장;
정신 건강 및 약물 중독 치료에 대한 접근성 증진;
노숙자들을 위한 영구 주택에 대한 접근성 증진;
우리 해변의 모래를 보충; 자연 공간, 공원 및 물을 아름답게 유지;
그리고 부모의 권리를 보호하고 모든 학생들이 훌륭한 학교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 – 우편번호가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CSULB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재직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20년 동안 성공적으로 개인 사업을 
소유하고 운영했으며 이전에는 시의원과 시장을 역임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올해로 결혼 28주년을 기념하였으며 33년 동안 남가주를 고향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의 투표와 지속적인 지지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www.Daviesfor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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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BERLY LA SALLE (킴벌리 라 살레) 연령: : 52
법률 고문 

27년간 변호사로서 일해 온 경험으로, 저는 OC 수퍼리어 법원 판사로 출마합니다. 
저는 상식, 공정성, 폭넓은 경험, 리더십 및 정직성을 판사직에 가져오겠습니다.

저는 부지방검사 및 부국선 변호사로 일하며, 법과 질서를 위해 싸우고 피고인의 
헌법적 권리를 옹호해 왔습니다. 제 경험은 가정 폭력 생존자들과 함께 일한 것을 
포함해 민사 문제까지 광범위합니다.

검사로서, 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폭력 범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 
일했습니다. 저는 양쪽이 가진 문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공공 안전을 
개선할 것입니다.

변호사로서, 저는 범죄를 줄이고 공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법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정신 건강, 중독 및 학습 장애와 씨름하는 사람들의 요구 사항을 해결해 
왔습니다.

저는 용기와 근면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공로로, 
2022년 캘리포니아 여성 변호사 상을 수상했습니다.

대중으로부터의 신뢰와, 신임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해 힘을 다하고 
있는 Marie Hernandez (마리 헤르난데즈) 부장판사와 다른 여러 사법 
파트너들이 제 입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육군 하사관의 딸이며, 베트남 참전용사의 자매로, 10남매 중 막내이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를 옹호하고자 변호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표를 받아 제5호법정 판사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된다면 
영광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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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DAN) ESPINOSA (다니엘 (댄) 에스피노사) 
변호사 
오렌지 카운티 주민들에게만 신세를 진 제가, 정당, 그룹 또는 정당 소속이나 
조직을 고려하지 않고 입후보로 결정하게 된 토대는 바로 공정, 평등, 정의입니다.  
카운티에서 40년 동안 민간 법률 업무를 수행하면서 저는 해당 자리에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데 필요한 인내, 용기, 동정심 및 이해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사법적 공정성은 각 사건이 각각의 가치에 대해 공명정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저는 150건이 넘는 재판을 거치며 사법 체계의 형사, 민사 및 가정법을 
비롯한 다양한 법을 다뤄 왔으므로 법의 한 가지 영역에만 구속되지 않습니다. 저는 
상당한 수준의 자격을 갖춘 후보자로서 이 공직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저는 1976년부터 오렌지 카운티에서 거주해 왔으며, 제 세 자녀인, Danny  
(대니), Christina(크리스티나), 그리고 Katherine(캐서린)은 Santa Ana 시에서 
자라고 교육을 받았으며, 세명 모두 Mater Dei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도, 계속해서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공직을 찾는 직업 정치인이 아닙니다. 이 직책의 요구에 헌신하고자 
하는 것 외에는 다른 포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도, 카운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본 사법 직책에 매우 타당한 
후보임을 명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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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UDIA C. ALVAREZ (클라우디아 C. 알바레즈) 
부지방검사, 오렌지 카운티 
42년 동안 오렌지 카운티 거주민으로 살아 온 저에게 있어, 오렌지 카운티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언제나 저의 최우선 순위였습니다.

선임 부지방검사로서, 저는 위험한 범죄자들을 기소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지지하고, 책임을 보장함으로써 대중을 보호하며 오렌지 카운티에서 22년 동안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범죄와 싸워 온 저의 경험에는 갱 단원, 성범죄자, 방화범, 
도둑, 마약상 및 기타 폭력 범죄자들을 기소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석방 
청문회에서 저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살인자, 강간범 및 갱 단원들이 반드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저는 여성 시의원, 오렌지 카운티 용수지구 이사 및 Rancho Santiago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이사로도 봉사해 왔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오렌지 카운티 
주민들이 직면한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공공 서비스 
업무는 청소년 프로그램, 갱단 퇴치 정책, 강력한 법 집행 및 성범죄자에 대항하는 
아동 안전 구역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에서의 필수적인 안전 조치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영광이자 특권이었습니다. 수퍼리어 법원 
판사로서, 우리의 안전에 대한 저의 헌신은 계속될 것이며, 정의와 공정성, 정직성 
및 신뢰성을 추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오렌지 카운티 보안관 Don Barnes (돈 반스)와 여러 오렌지 카운티 
부지방검사, 여러 오렌지 카운티 보안관 및 오렌지 카운티 소방관 협회, 오렌지 
카운티 노동 연맹 및 수많은 판사, 경찰관, 양당 선출 공무원, 교육자, 지역사회 
리더 및 사업주들의 지지를 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심을 담아 여러분의 투표를 부탁드립니다.

www.alvarez4jud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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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OPHER DUFF 연령: 51
(크리스토퍼 더프)
부지방검사, 오렌지 카운티

저는 선임 부지방검사로서, 폭력 범죄자들을 기소함으로서 오렌지 카운티 
시민들을 보호하고, 공공 안전,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에 제 경력을 바쳐왔습니다. 
저는 강인하지만 공정하며, 이러한 판사가 될 것입니다.

저는 Don Barnes (돈 반스) 보안관, OC 부보안관 협회, OC 부지방검사 협회,  
OC 전문 소방관 협회, 오렌지 카운티 전역의 법 집행 기관, 판사, 피해자 권리 
단체, 그리고 수십 명의 선출직 공무원과 지역사회 및 재계 지도자들로부터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수십 년 동안 부지방검사로 일하면서, 저는 살인범, 갱단원, 그리고 성범죄자들을 
기소했습니다. 저는 또한 미연방 특별 검사보로 일하며, 폭력적인 갱단원들과 
흉악범들의 손에서 총을 압수하기 위한 사건을 기소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랜 오렌지 카운티 거주자로서, 그리고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저는 우리의 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시기에, 
우리는 최전선에서 정의를 이해하는 판사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지지를 받게 되어  
감사합니다. 제게 투표해 주시기를 겸허히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제 웹사이트 
www.duff4judge.com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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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E DANE (조 데인) 연령: 57
수퍼리어 법원 위원, 오렌지 카운티

수퍼리어 법원 위원으로서 재판관을 맡고 있는 저는, 형사과에서 일하며 첫 번째 
법정 출두부터 재판까지 중죄와 경범죄를 다루며 사건을 총괄합니다.

저는 현직 사법관, 검사 그리고 예비 보안관으로서 3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덕분에, 강인하지만 공정한 수퍼리어 법원 판사가 될 수 있는 고유한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검사로 일했고, 125건 이상의 사건을 재판했습니다. 저는 툴레어 
카운티 검찰청과 오렌지 카운티 검찰청에서 성폭행, 살인, 갱 범죄를 포함한 가장 
심각한 사건들을 재판했습니다. 그 후, 저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고 판사 
직무대행을 역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예비 부보안관으로서, 저는 Lakewood 지서에서 
Bellflower 주변 순찰을 배정받았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검사들로부터 
로스쿨에 진학하고 부지방검사가 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두 딸이 있습니다. 저희는 주택 소유주이며 우리 지역사회와, 교회, 
그리고 4-H에서 활발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십 명의 동료들, 제가 매일 함께 일하는 판사들, 그리고 법 집행 전문가들과 
단체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체 목록을 보시려면 
JoeDaneforJudge.com을 참조하십시오.

저를 수퍼리어 법원 판사직에 선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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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A. GIBBONS (마크 A. 기븐스) 
형사 재판 변호사

저는 오렌지 카운티의 주민입니다. 저는 결혼하였고 멋진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당사자들의 소리를 들어주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공정하고 공명정대한 
판사가 될 수 있는 관점과, 기질,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에 수퍼리어 
법원 판사직에 출마합니다. 저의 최우선 과제는 공공 보호이며, 모든 당사자들이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희생자와 희생자의 가족들이 온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렌지 카운티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특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현재, 저는 아버지와 함께 Gibbons & Gibbons (기븐스 & 기븐스)에서 파트너로 
있습니다. 제 커리어의 대부분 동안, 저는 형사 재판 변호사로 일했고 90회 이상의 
형사 재판을 심리했습니다. 저는 회사의 일상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자녀를 둔 가정들이 교육구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저는 판사들, 검사들, 형사 피고인 변호사들, 민사 변호사들, 가정법 변호사들, 시민 
지도자들, 그리고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Marc A. Gibbons (마크 A. 기븐스)를 수퍼리어 법원 제11호 법정 판사에 투표해 
주십시오.
www.Gibbons4Judge2022.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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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WN NELSON (숀 넬슨) 연령: 55
수석 부검사장, 오렌지 카운티 

저는 오렌지 카운티의 수석 부검사장으로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범죄자들에게는 책임을 지게 하며 그리고 정신 질환이 있는 자들과 경범죄 
초범들은 합리적으로 교화시킴으로써 우리 기관을 이끄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도왔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전국의 지역사회에서 범죄가 빗발치듯 발생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이러한 범죄들을 저지했습니다.

저를 전폭적으로 선택해 주신 분들로는 오렌지 카운티 부보안관협회, 
범죄피해자연합, 경찰관 조사연합, Huntington Beach POA를 포함한 여러 법률 
진행 단체 및 피해자 권리 단체, 그리고 양당의 선출직 공무원들이 계십니다.

검사가 되기 전에 저는 보험 범위, 채용, 비즈니스 소송, 증권 사기 및 제조물책임법과  
같은 다양한 사안과 관련된 복잡한 사건들을 소송하고 재판하는 민사 로펌의 선임 
변호사로 20년을 보냈습니다.

저는 8년 반 동안 오렌지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에서 그리고 Fullerton 시장을 
두 번 역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렌지 카운티 교통국, AQMD 및 오렌지 카운티 
용수 지구를 비롯한 여러 이사회에서 봉직했고 청소년 미식축구팀 및 농구팀 
코치로도 봉사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고 3명의 다 큰 자녀가 있습니다.

25년 넘게 재판, 청문회, 중재, 조정 및 증언을 거친 후, 저는 이제 수퍼리어 법원 
판사로서 여러분을 위해 봉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제게는 영광이겠습니다.

Shawn Nelson (션 넬슨)을 11호 법정에 투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elsonjud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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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N BELTRAN ROWE (에린 벨트랜 로우) 연령: 50
부지방검사, 오렌지 카운티

제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모두에게 평등한 정의를 제공하는 노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선임 부지방검사로 오렌지 카운티 검찰청에서 26년간 근무한 검사입니다. 
저는 범죄 피해자들을 옹호하는 일에 제 경력을 바쳐왔습니다. 저는 피해자들의 
권리 연계자(Victims’ Rights Liaison)로서, 범죄 피해자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의 요구가 존중받고 해결되도록 확인합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가장 심각하고 폭력적인 세간의 이목을 끄는 탈주범들의 인도 
건들을 처리하면서, 저는 세계 각지의 지역, 연방 및 국제기관과 협력하여 살인, 
아동 성추행, 성폭행, 가정 폭력, 조직 폭력 및 사기 용의자들을 오렌지 카운티로 
송환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오렌지 카운티 검찰정의 최고윤리책임자로서, 대중의 신뢰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사들에게 윤리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자랐고, 대학을 다녔고, 두 아이도 키웠습니다. 저는 공인 
치료견 조련사이며 그리고 UCI 의료센터, Wounded Warriors, 생활 지원 시설, 
청소년 쉼터, 푸드 뱅크 시설, 고등학교 스포츠 및 정신 건강 행사, 그리고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단체 등의 자원봉사자이기도 합니다.

법 집행자들의 선택: 저는 보안관 Don Barnes (돈 반스), 오렌지 카운티 부보안관, 
Anaheim, Newport Beach, Westminster, 그리고 Santa Ana 경찰협회를 
포함한 지역 법 집행관, OC Cops, 오렌지 카운티 전문 소방관,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의 부지방검사들, 판사 및 피해자 대변인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방문해 주십시오: www.roweforjudge2022.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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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 BROWN (레이 브라운) 연령: 56
변호사 

저는 OC 수퍼리어 법원의 임시 판사로 9년간 근무했습니다. 저의 29년 동안의 
법조계 경력은 약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헌신해 왔습니다.

저의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로는 잔혹하게 살해된 4세 소녀 Jimena Orozco  
(히메나 오로즈코)와 거리에서 총살당한 17세 소년 Antonio Saldivar (안토니오 
살디바르)를 위해 정의를 구축한 판결들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대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발언권을 주는 것은 큰 성취감을 
주었고 판사직에 지원하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 사람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존엄성과, 타인으로부터 경청 및 이해를 받고, 성격에 따라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보장받는 것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배심 재판에서 패소한 적이 없으며, 주 사법부의 인증을 받은 민사 재판 
전문가로서, 수퍼 변호사로 선정되었고 AV 등급까지 받은 법률의 전문성, 의사소통 
및 윤리 부문에서 최고 수준의 탁월한 능력을 갖추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저는 
법학, 편집학 및 심리학 학위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을 때에는, 보드게임이나, Marvel(마블)과 DC의 모든 콘텐츠를 즐기고, 
저의 놀라운 아내와, 보기보다 더 대단한 우리 두 아이들, 외모만큼이나 사랑스러운 
우리 두 마리의 고양이와 생각만큼 사납지는 않은 우리 두 마리의 개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지지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Alex Martinez (알렉스 마르티네즈) 판사
Thierry Colaw (티에리 콜로) 판사
Gregory Lewis (그레고리 루이스) 판사
Michael Jesic (마이클 제식) 판사

www.raybrownforjud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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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IG E. KLEFFMAN  연령: 53 
(크레이그 E. 클레프맨) 
부지방검사,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역사회는 판사들로부터 진실성, 신뢰, 그리고 책임을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법률 경험의 깊이,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개인적인 이해관계, 그리고 범죄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를 위한 공정성에 대한 헌신이 있기에 수퍼리어 법원 판사로 
일할 특별한 자격이 있습니다. 판사로서, 여러분께서는 저의 공정성을 믿으셔도 
됩니다.

저는 경험이 풍부한 부지방검사 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저는 강력 범죄의 
피해자와 살인 피해자의 가족을 옹호해 왔습니다. 저는 음주 운전자에 의해 피살된 
어린이, 가정폭력 피해자, 그리고 증오 범죄와 갱단 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추구해 왔습니다.

저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아내와 두 어린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어린이, 주민, 근로자, 학교 및 기업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정한 판사가 되는 것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강력 
범죄 검사로서, 저는 잔혹한 살인자에게는 종신형을 구형하고 억울하게 기소된 
사람들은 석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www.kleffman4jud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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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HIM BAYTIEH (브라힘 베이티에) 연령: 52
부지방검사 

25년 동안, 1997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Brahim Baytieh (브라힘 
베이티에)는 오렌지 카운티의 가장 잔인한 살인범, 가정폭력범 및 강간범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을 돕고 시민을 보호했습니다. 그는 가장 심각한 살인 사건들을 
처리하며 50명이 넘는 살인자들을 기소했습니다. 

Brahim Baytieh (브라힘 베이티에)는 캘리포니아의 “올해의 우수 검사”로 
선정되었으며, 증오 범죄에 맞서 싸운 공로로 명예로운 Sherwood (셔우드)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Brahim Baytieh (브라힘 베이티에)는 판사로서 일하는 것은 겸손, 열린 마음, 
그리고 최고의 윤리적 기준에 대한 헌신을 필요로 한다고 믿습니다.

Brahim Baytieh (브라힘 베이티에)의 경험, 성과, 그리고 인격은 오렌지 카운티 
보안관 Don Barnes (돈 반스), 오렌지 카운티의 여러 소방관, 부보안관, 수퍼리어 
법원 판사, 오렌지 카운티 변호사협회, 오렌지 카운티 재향군인 연맹, 오렌지 
카운티 노동자 연합, 법원 직원들, 검사들, 17명의 경찰서장, 그리고 양당의 지역 
사회 리더들로부터 지지를 얻었습니다.

Brahim (브라힘)과 그의 아내는 30년이 넘도록 오렌지 카운티를 고향이라 부르고 
있으며 공립 학교에 다니는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Brahim Baytieh  
(브라힘 베이티에)는 AYSO 코치, 사자의 심장 (Lion’s Heart) 수업 코디네이터, 
그리고 PTA 봉사자로서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우리의 수퍼리어 법원 판사로서, Brahim Baytieh (브라힘 베이티에)는 법을 
수호하고 공공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정의가 구현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투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Baytieh4Judge.com을 참조하십시오

Brahim Baytieh (브라힘 베이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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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 SCARBROUGH (에릭 스카브로우)
부지방검사, 오렌지 카운티

근 20년 동안, 저는 제가 나고 자란 오렌지 카운티의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데 저의 커리어를 바쳤습니다. 저는 살인 전담팀 소속 선임 
부지방검사로서 성인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강간, 살인범 및 연쇄 
살인범을 포함한 여러 건의 가장 심각한 중범죄를 기소했습니다. 저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면서, 피해자를 위한 정의를 구현하고 가해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저는 보안관 Don Barnes (돈 반스), 오렌지 카운티 수퍼바이저 Andrew Do 
(앤드류 도), 오렌지 카운티 부보안관협회, 그리고 수십 명의 판사들 및 경찰 
협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검사들 및 피고 담당 변호사들, 지역사회 
리더들,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노동자 연합의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제 성과는 48 Hours, CNN의 Inside Evil, 그리고 People Magazine 
Investigates를 통해 보여졌습니다. 저는 변호사 및 법 집행관들을 대상으로 법률 
교육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Santa Ana에서 초등학생 및 고등학생들을 
위한 자원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판사란 법을 잘 알고,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며, 진실성을 보여 주고, 모든 
사람을 품위와 존중을 갖추어 대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는 이 때에, 저는 최고 수준의 윤리적 
기준을 유지시키고, 우리의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며 오렌지 카운티의 모든 
주민을 위해 봉직하는 판사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험. 청렴. 전념.
www.Scarbrough4jud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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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SICA CHA (제시카 차) 
가정 법원 변호사 

제가 오렌지 카운티 수퍼리어 법원 판사로 출마하는 이유는 풍부한 경험, 상식, 
그리고 최고 수준의 윤리적 기준을 갖춘 판사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수퍼리어 법원 판사로서, 저는:

엄격하면서도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강력범들에게 희생당하는 피해자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범죄에 합당한 형벌을 
선고하겠습니다.

가정 폭력, 강력 범죄, 부당한 죽음, 양육권, 이혼, 그리고 사업 분쟁으로 
고통받았던 개인과 가족의 편에서 싸운 저의 풍부한 법정 경험을 
가져오겠습니다.

존중을 보여주고 책임을 요구하겠습니다.

경찰관, 검사, 소방관, 판사, 기업, 지역사회 및 피해자 권리 리더들, 그리고 
여러분처럼 우려하는 시민들이 저를 지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가족, 어린이, 그리고 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열렬한 옹호자입니다.

저는 엄격한 연방 변호사로서 미국 상무부의 기밀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우 유능한 수퍼리어 법원 판사가 되는 데 필요한 윤리 기준에 대한 
관점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자란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 저는 제 뿌리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저는 UC San Diego와 Syracuse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위를 받았고 
근 20년에 달하는 법정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윤리와 청렴은 중요합니다. Jessica Cha (제시카 차)를 오렌지 카운티 수퍼리어 
법원 판사로 선출해 주십시오.

www.JessicaChaForJud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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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JAMIN STAUFFER  연령: 55
(벤자민 스타우퍼) 
변호사

OC 부지방검사 협회와 Garden Grove 경찰서장 Tom DaRe (톰 다레)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부지방검사, Garden Grove 경찰, 그리고 편견 없는 제3자로서 경찰의 부정행위 
수사를 수행하는 개인 변호사로서, Benjamin Stauffer (벤자민 스타우퍼)는 
오렌지 카운티 법 집행을 위해 그의 삶을 바쳐 왔습니다.

Ben(벤)은 Garden Grove 경찰국에서 31년간 봉직했으며, 1985년 비상 연락 
담당자로 시작하여 2016년 국장으로 은퇴했습니다. 상근 경찰관으로 있는 동안, 
Ben(벤)은 로스쿨에 다녔고, 카운티 검사장실과 형사 법원에서 판사 William Evans  
(윌리엄 에반스)를 보조했으며 2008년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2021년에 
개인 변호사로 복귀하기 전 2년 동안 부지방검사로 봉직했습니다.

Ben(벤)은 항상 옳은 이유로,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로서, Ben Stauffer (벤 스타우퍼)는 법원에 대한 평등한 접근과 오렌지 
카운티 주민들을 위한 공정하고 공평한 사법행정을 보장할 것입니다.

Ben(벤)은 법 집행에 일생을 바쳤으며 법정에서의 법질서를 회복시키는 것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Benjamin Stauffer (벤자민 스타우퍼)
Stauffer4judge.com

2730

Candidate ID: 2730-7
Generated: 03/16/2022 02:53:59 PM

JUDGE OF THE SUPERIOR COURT, OFFICE NO. 30

Approved as to content
and form.

Deputy Date

Supervisor Signature Date

Once this document is signed by the candidate, the 
statement will be published without further 
modification. NO CHANGES WILL BE ALLOWED.

Candidate Signature Date

ALMA M. HERNANDEZ (알마 M. 헤르난데즈) 
부지방검사, 리버사이드 카운티

Alma M. Hernandez (알마 M. 헤르난데즈)는 수석 부지방검사입니다. 그녀는 
15년 동안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자랑스럽게 봉직했으며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 정직하게 정의를 추구했습니다. Alma M. Hernandez (알마 M. 
헤르난데즈)는 자신의 커리어 중 삼분의 일을 성폭행 및 아동 학대 부서에서 아동 
고문, 납치, 살인을 포함한 가장 끔찍한 사건에 유죄 판결을 내리며 보냈습니다.

Alma M. Hernandez (알마 M. 헤르난데즈)는 지난 5년간 갱 폭력으로부터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녀는 강간, 아동 성 학대, 그리고 특수 살인을 
포함한 살인 등 강력 범죄들을 기소했습니다. 그녀는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그리고 아마도 주에서 가장 최근 갱신된 STEP 법에 따라 갱 살인 사건을 시도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새로운 법의 시행에 대해 검사들과 법 집행 
기관들을 같은 방법으로 훈련시켜 왔습니다.

Alma(알마)는 리버사이드 카운티 검사장 Michael A. Hestrin (마이클 A. 
헤스트린), 리버사이드 카운티 국선 변호사 Steven L. Harmon (스티븐 L. 
하몬), 판사 Richard T. Fields (리차드 T. 필즈), 오렌지 및 리버사이드 카운티 
수퍼리어 법원 판사 협회, 리버사이드 카운티 부지방검사 협회, 리버사이드 
카운티 갱 수사관 협회, Santa Ana 경찰서장, 그리고 오렌지 및 리버사이드 
카운티 부지방검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Alma M. Hernandez (알마 M. 
헤르난데즈)는 또한 오렌지 카운티의 지역사회 및 비즈니스 리더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www.Almahernandez4judge.com에 방문해 가장 최근의 지지자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자신의 가족을 키우기로 결정한 곳인 오렌지 카운티 지역사회의 든든한 
일원으로서, Alma M. Hernandez (알마 M. 헤르난데즈)는 고향으로 돌아와 
그녀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헌신을 계속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것은 그녀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Alma M. Hernandez (알마 M. 헤르난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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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GGY HUANG (페기 후앙) 
법무차관, 캘리포니아 주

너무 자주, 저는 법정에서 정의가 거부되고 위험한 범죄자들이 우리 지역사회로 
다시 풀려나는 것을 봅니다. 이 이유 때문에 판사직에 여러분의 투표를 
부탁드립니다.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해 싸우는 데 전념하는 캘리포니아 주 법무차관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취약한 노인들을 노리는 범죄자들에게 성공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 경험이 있는 형사사건 담당 검사입니다.

학대받고, 방치되고, 발달이 늦어진 아이들을 대변하는 아동 옹호자입니다. 부모와 
협력하여 캘리포니아의 아동 안전 법을 성공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저는 또한 지역사회가 필요한 부분을 돕는 것에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Yorba Linda 여성 시의원 (2014-현재) 및 시장 (2017 & 2021년)
Providence St. Jude 메디컬 센터 기념 재단 이사
Our Neighborhood Voices Local Land Use Initiative (우리 지역 목소리 
지역 토지 이용 발의안) 지지자

공공 안전 보호: 저는 특히 직업 범죄자와 강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처벌은 그 범죄에 적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숙자 감소: 저는 노숙자들에게 필요한 의료 및 중독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정신 
건강 법정을 사용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대만 태생이며 오렌지 카운티에서 19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제 남편, James Huang (제임스 후앙) 박사와, 두 딸의 자랑스러운 부모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오렌지 카운티 수퍼리어 법원 판사로 봉직할 수 있다면 영광일 
것입니다. HuangForJudge2022.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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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ELE BELL (미셸 벨) 연령: 44
수퍼리어 법원 위원, 오렌지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수퍼리어 법원 위원으로서, 저는 판사의 일을 하도록 판사들에 의해 
임명되었습니다. 저는 형사과에서 살인, 강도, 아동 성추행, 성폭행, 갱단 폭력, 
절도, 마약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판사로서, 저는 우리의 아이들과 
주민들, 그리고 기업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결정을 계속 내릴 것입니다.

저는 Don Barnes (돈 반스) 보안관, Santa Ana 경찰관 협회, 50명이 넘는 
수퍼리어 법원 판사들, 초당적 다수인 수퍼바이저 위원회와 수많은 선출직 
공무원들, 오렌지 카운티 전문 소방관 협회, 그리고 500명이 넘는 검사장들, 
국선 변호사들, 그리고 카운티 법무관들을 대표하는 오렌지 카운티 변호사 협회의 
지지를 받게 되어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학생들을 위한 아웃리치 코디네이터로 일했고, 이전에는 공공 
법률센터와 Thurgood Marshall 변호사 협회의 이사회에서 봉직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갱단 DA의 아내로, 두 아들의 어머니로, 전직 국선 변호사로, 
그리고 Irvine 거주자로서, 저는 지난 14년간 오렌지 카운티에서 공공 서비스에  
커리어를 헌신해 왔습니다.

이민자의 딸로서, 저는 기회를 믿으며 여러분의 한 표를 겸허히 요청합니다.

www.bellforjud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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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 MADER (안드레아 메이더) 
부지방검사 IV,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15년 동안, 저는 살인, 강력 범죄자에 의한 심각한 부상, 또는 길거리 갱단원들에 
의해 침묵당한 수백 명의 희생자들의 목소리가 되어 왔습니다. 저는 우리의 
법체계에 의해 버림받을 뻔한 희생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한 정의를 구현 
하였습니다.

더하여서, 저는 가정 폭력, 동물 학대, 폭행, 위조, 자동차와 재산 절도 등을 
성공적으로 기소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범죄들이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끼치는 상처를 이해합니다.

저는 우리 지역사회를 지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제 남편은 은퇴한 오렌지 카운티 예비 부보안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린 딸 또래의, 위험에 처한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삶과 부정적인 삶의 
선택을 구별할 수 있도록 공립학교 프로그램에 자원봉사를 하며 지도해왔습니다.

전례 없는 정치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지방검사로서, 저의 윤리적 의무와 
지역사회를 지키겠다는 맹세를 충실히 지켜 왔습니다. 판사로서, 저는 피해자들의 
보호를 억제하기 위한 결연한 노력에 직면할지라도 이들의 헌법적 권리를 계속 
지킬 것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저의 고향이 되어준 오렌지 카운티에서, 저의 경력을 활용하여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받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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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 MCGREEVY (스티브 맥그리비) 연령: 52
부지방검사, 오렌지 카운티 

경험은 중요합니다. 부지방검사로서, 저는 성폭행 및 살인 사건을 기소하면서 25
년이 넘도록 오렌지 카운티 주민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저는 
42건의 살인 재판을 포함하여 115건의 배심원 재판을 했으며, 현재는 지방검찰청 
살인 전담팀의 책임자로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정의와 청렴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을 통해, 저는 여러 판사, 검사 
및 피고 담당 변호사들의 존경과 지지를 얻었습니다.

검사가 되기 전에는, 소송에서 양측을 대표하는 민사변호사로 일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위한 저의 봉사는 보안관 Don Barnes (돈 반스), 60명의 
수퍼리어 법원 판사들, 오렌지 카운티 소방관들, 오렌지 카운티 재향군인 연맹, 
부보안관들, 오렌지 카운티 노동자 연합, 조직 폭력 및 살인 수사관들, 법원 
직원들, 소비자 변호사들, 여러 공공 안전 기관 및 지역 경찰서장 분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이곳에서 저희 아들들을 키웠고 그들이 다니는 학교와 스포츠 
팀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저는 판사의 역할은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지혜와 정의로 법을 사실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모든 개인들에게 공평한 법의 접근권을 제공하겠습니다.

저의 28년간의 다양한 법률 경험과 오렌지 카운티에서의 봉사가 여러분의 한 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McGreevy4Jud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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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RAEL CLAUSTRO  연령: 46
(이스라엘 클라우스트로) 
부지방검사, 오렌지 카운티 

Israel Claustro (이스라엘 클라우스트로) 는 오렌지 카운티의 선임 부지방검사/
부법원장입니다. 21년 동안, Israel (이스라엘)은 폭력 범죄자들을 기소하고 살인, 
조직 폭력, 증오 범죄, 차량 절도, 납치, 그리고 무장 강도의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를 
구현함으로써 오렌지 카운티의 이웃과 가족들을 보호했습니다. Israel (이스라엘)
은 올바른 정의를 추구하는 한편 범죄 피해자 및 가족들을 진심으로 옹호합니다.

Israel Claustro (이스라엘 클라우스트로)는 자신의 전문 분야인 화학 교육 
및 연구를 활용하여 악명 높은 골든 스테이트 킬러 (Golden State Killer)를 
추적하는 데 일조한 DNA 법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Israel Claustro (이스라엘 클라우스트로)의 직업 윤리, 재판 경험, 그리고 뛰어난 
경력은 보안관 Don Barnes (돈 반스), 수십 명의 수퍼리어 법원 판사들, 오렌지 
카운티 소방관들, 법 집행 기관들, 오렌지 카운티 노동자 연합, 오렌지 카운티  
재향군인 연맹, 범죄 생존자들, 검사들, 소비자 및 민사 변호사들, 법원 직원들, 
그리고 양당의 지역사회 지도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분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Israel Claustro (이스라엘 클라우스트로)는 고등학생들의 열성적인 멘토이자 
코치입니다. 십일 년 동안, 그는 초등학생, 학부모 및 교사들을 위해 갱단 감소 
중재 파트너십의 팀장으로 일했습니다.

Israel Claustro (이스라엘 클라우스트로)는 “판사로서 일하는 것은 겸손, 열린 
마음, 독립성 그리고 최고의 윤리 기준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법정에 
들어서는 모든 사람은 경청받을 자격이 있다.” 라고 믿습니다. Israel Claustro  
(이스라엘 클라우스트로) 는 법을 준수하고 정의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할 것입니다.

Israel Claustro (이스라엘 클라우스트로)가 여러분의 지지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www.claustro4judge.com.

Israel “Izzy” Claustro (이스라엘 “이지” 클라우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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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BRIAN JONES (케빈 브라이언 존스) 
수퍼리어 법원 위원, 델 놀테 카운티

수퍼리어 법원 위원으로서, 저는 판사직에서만 가능한 경험과 품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며 교육을 받고 결혼하여 세 아이를 
여기서 키운 저는 오렌지 카운티와 그 주민들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평등하고 편견 없는 법의 적용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 공약은 희생자를 위한 정의, 범죄자를 위한 감옥, 그리고 법정으로부터의 정치와 
편애에 대한 진입장벽 등 간단합니다. 20년 이상 법정 재판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저는 다음과 같은 봉사를 하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판사 직무대행 (2012-2014), 
주 법정 특별 마스터 (2010-2020), 청소년 가석방 자원봉사 멘토, 소방관, 보조 
경찰 및 자문 위원회 위원, 테러 방지 팀원으로 봉사했으며, 지역사회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정의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 변호사 경험은 단순한 문제에서부터 복잡한 사안과 관련된 사건까지 모든 범위
(민사, 형사, 가족, 행정)에 걸쳐 있습니다. 저의 판결의 기반으로서, 저는 정치나 
편애에 상관없이 공정한 법의 적용을 서약합니다.

Lincoln (링컨) 대통령이 가장 잘 말했듯이,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을 통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중히 당신의 동의/투표의 영광을 
부탁드립니다.

가장 깊은 존경을 담아,

Kevin Brian Jones (케빈 브라이언 존스)

www.KevinBrianJon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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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FAN BEAN (스테판 빈) 
교육감/부모 

전쟁 중에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공수된 장애 고아로, 저는 양질의 교육이 어떻게 
한 아이의 삶을 형성할 수 있는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저는 영어를 배웠고,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USC에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저는 교사가 되었고, 지금은 고인이 된 
아내를 만나 네 명의 자녀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장으로 승진했고 지난 칠 년간은 교육구 리더십 직위를 맡았으며, 이 중 사 
년을 교육감으로서 남가주 전역의 수천 명의 학생을 위해 일했습니다. 저는 특별 
이익 단체나, 로비 또는 정치가 아닌 학생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함으로써 가족들을 
위해 싸우기를 희망합니다.

제 교육 철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들이 최우선입니다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압니다

교육감은 항상 교실에 투자해야 합니다

교육감은 정치적 소송에 돈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교육은 카운티 전역의 학부모, 학생 및 교사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이들을 참여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지지자들과 함께 저를 선출해 주십시오:

OC 교육위원회 이사 Mari Barke (마리 바크)

OC 교육위원회 이사 Dr. Ken Williams (켄 윌리엄스) 박사

OC 교육위원회 이사 Tim Shaw (팀 쇼)

OC 교육위원회 이사 Dr. Lisa Sparks (리사 스파크스) 박사

OC 교육위원회 이사(은퇴) Linda Lindholm (리사 린드홈)

OC Lincoln (링컨) 클럽

자세한 사항은 www.drbeanoc.com을 방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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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MIJARES (앨 미자레스) 
오렌지 카운티 교육감 

2012년부터 여러분의 오렌지 카운티 교육감으로 근무한 것은 제게 영광이자 
특권이었습니다. 카운티 교육감으로서의 제 역할은 기량, 예의, 그리고 합의 도출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초당파적인 역할입니다. 몇 년 전, 저는 대학과 진로 준비 
및 성공이란 주제 하에 국가를 이끌기 위한 사명과 비전을 중심으로 카운티의 
학생, 학부모 및 이해관계자들을 하나로 단결시키기 위해 #Kindness1Billion
을 소개했습니다. 우리의 졸업률은 91%이며, UC/CSU 입학률도 대형 카운티 
중에 가장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달성되었습니다. 
게다가, 오렌지 카운티는 캘리포니아에서 처음으로 대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문을 
연 대형 카운티였습니다.

카운티 교육감으로서, 저는 위탁 가정 및 노숙 청소년, 학교 중퇴자, 청소년 법적 
피후견인, 신체적-정신적-사회적-행동적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그리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저와 제 부서는 학교 안전 및 
약물 남용 문제에 관해 보안관 Don Barnes (돈 반스)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감으로 봉직하는 내내,  저는 필수 마그넷 스쿨, 이중 등록 및 OC Pathways
와 같은 직업 기술 프로그램을 포함해 부모들을 위한 선택권을 확립했으며, 이와 
더불어 오렌지 카운티에 일곱 개의 차터 스쿨을 설립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에 감사드리며,
Al Mijares (알 미자레스) Ph.D.

지지자들, 추천서들 및 뉴스를 확인하시려면 www.Mijares4schools.com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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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HA FLUOR (마사 플루오르) 
은퇴 교육위원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 지역사회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주 및 OC 교육감을 상대로 한 소송에 수백만 달러를 낭비하는 대신, 
엄선된 교사와 직원이 있는 안전하며, 잘 갖춰진 학교에서 학생들이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학업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학년 수준에서 겪고 있는 학업 손실은 상당합니다. 많이들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행동적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액 변호사들의 주머니를 
채워줄 것이 아니라, 귀중한 자원이 이런 학생들에게 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세금이 이처럼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뽑아주신 OC 교육위원으로서 다음을 약속드립니다:

납세자의 세금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재무 감독을 유지하겠습니다.
자원이 학생들, 지역 교육구, 그리고 학교로 향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역 교육구에서 내린 결정을 지지하겠습니다.
재정적으로 건전하고, 교육적으로 적절하며, 잘 관리되는 차터 스쿨을 승인 
하겠습니다.
정중하고, 청렴하며, 투명성과, 그리고 관용으로 봉직하겠습니다.

은퇴한 NMUSD 교육위원회 이사 겸 전임 캘리포니아 교육위원회 협회 
회장으로서, 저의 29년 경력에서는 자녀들과 학부모들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세금은 교실에 투자되었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대학/직업의 기회 및 시각/
공연 예술 교육 과정을 제공했고, 정신 건강 자원을 늘렸습니다.

Martha Fluor (마사 플루오르)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이는 우리의 자녀와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 지역사회를 위한 한 표입니다!

www.marthaflu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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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 BARKE (마리 바크)
오렌지 카운티 교육위원회, 이사 제2지역

저는 학생과 부모의 권리를 위한 옹호를 계속하기 위해 재선에 출마합니다. 
저는 특별이익단체가 아니라, 학생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부가 아닌,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교육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학부모이자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저는 
모든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제 남편과 저는 
지역 사회에서 자랐고 공교육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계속해서 
보답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저의 교육과 재정 분야에서의 경력이 교육 및 예산 문제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저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해 왔습니다:

정치가 아닌,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실행 가능한 차터 스쿨을 승인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부모의 우려를 경청하였습니다.
모든 부모들의 교육구 내 전학 요청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우리의 세금을 Sacramento가 아닌 지역 학교에 두려고 투쟁했습니다.
낭비를 줄이고 각 부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는 그들에게 가장 잘 맞는 고유한 교육적 진로가 있습니다. 
교육은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어디로 보낼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선택에는 지역 공립학교, 공립 차터 스쿨, 사립학교 및 홈스쿨링이 
포함됩니다. 저의 리더십 아래, 우리는 일하는 부모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투명성과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로 이사회 회의를 옮기고 
생중계를 추가했습니다. 저희는 항상 지역사회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저는 4년 
임기 동안 한 번도 회의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다음 지지자들과 함께 오렌지 카운티 교육위원회, 이사 제2지역에 저를 선출해 
주십시오:

연방 하원의원, Michelle Steel (미셸 스틸)
오렌지 카운티 보안관, Don Barnes (돈 반스)
주 하원의원, Kevin Kiley (케빈 카일리)
주 여성 하원의원, Janet Nguyen (자넷 우엔)
주 여성 하원의원, Laurie Davies (로리 데이비스)
주 하원의원, Steven Choi (스티븐 최)
주 상원의원 (은퇴), Gloria Romero (글로리아 로메로)
주 상원의원 (은퇴), John Moorlach (존 무어라크)
오렌지 카운티 교육위원회 이사, Lisa Sparks (리사 스파크스) 박사
오렌지 카운티 교육위원회 이사, Tim Shaw (팀 쇼)
오렌지 카운티 교육위원회 이사, Ken Williams (켄 윌리엄스) 박사
Newport Beach 시의원, Will O’Neill (윌 오네일)
Costa Mesa 시의원, Don Harper (돈 하퍼)
Costa Mesa 시장 (은퇴), Stephen Mensinger (스티븐 멘싱어)
Costa Mesa 시장 (은퇴), Jim Ringheimer (짐 링하이머)
Cypress 시장, Paulo Morales (파울로 모랄레스)
Cypress 교육구 회장, Bonnie Peat (보니 피트)
Seal Beach 시장 (은퇴), Ellery Deaton (엘러리 디튼)
Huntington Beach 시의원, Erik Peterson (에릭 피터슨)

저, Mari Barke (마리 바크)를 오렌지 카운티 교육위원회, 이사 제2지역에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ww.maribar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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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 SHAW (팀 쇼)
임명 위원, 오렌지 카운티 교육위원회, 이사 제4지역

우리의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그들을 우선시할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렌지 
카운티 교육위원회 이사, 대학 교수, 그리고 La Habra 시의원으로 봉직하면서, 
정부 기관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관련 유권자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저의 능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교육은 저와 제 아내 Shannon (섀넌)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저희는 
공립학교에 다니는 여섯 명의 아들들을 오렌지 카운티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가 제가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의 교육 원칙입니다:

저희 교육위원회는 정치가 아닌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 교육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받아야 마땅합니다.
교사들은 매일 이루어지는 수업 자원을 받기 위해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됩니다.
진로와 대학 준비는 모든 아이들이 만족하는 기준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육구들은 특별이익단체가 아닌, 학부모에게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저는 Lowell 합동 교육구에 있는 지역 학교에 다녔고, 이글 스카우트가 되었고, 
La Habra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청년 때는, 저희 교회에서 2년 동안 
스페인어를 하는 곳에서 선교 활동을 했으며, Southern Illinois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George Washington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석사 학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가르치는 것에 대한 열정을 발견하고 
Rio Hondo 칼리지에서 미국 정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로 학생들을 
가르친 지 18년이 되는 해입니다!

2008년에 저는 La Habra 유권자들에 의해 시의원으로 선출되었고, 2012
년과 2018년에는 시장을 역임했습니다. 저는 지역사회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저는 오렌지 카운티 위생 지구와 오렌지 카운티 교통국의 
이사회에서 봉직하면서 지역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위에서 설명한 우선순위가 우리 지역사회의 올바른 리더십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렌지 카운티 교육위원회에 여러분의 투표를 받게 
된다면 영광이겠습니다.

제 지지자들 중 일부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교육위원회 회장 Mari Barke (마리 바크)
오렌지 카운티 교육위원회 부회장 Ken Williams (켄 윌리엄스) 박사
오렌지 카운티 교육위원회 이사 Lisa Sparks (리사 스파크스) 박사
Anaheim 시장 Harry Sidhu (해리 시두)
Fullerton 시장 직무대행 Bruce Whitaker (브루스 위테커)
Fullerton 시의원 Nick Dunlap (닉 던랩)
La Habra 시장 직무대행 James Gomez (제임스 고메즈)
Placentia 시장 Rhonda Shader (론다 샤더)
Buena Park 시의원 Beth Swift (베스 스위프트)
주 상원의원(은퇴) Gloria Romero (글로리아 로메로)

더 자세한 사항은 제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www.shawforschool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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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ETTE CHAFFEE (폴렛 채피) 
교사/비영리 단체 이사 

이웃 여러분들께,

우리가 이 끔찍한 팬데믹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지역사회를 하나로 
모으고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Paulette Chaffee (폴렛 채피)이며, 제가 오렌지 카운티 
교육위원회에 출마하는 이유는 분열을 초래하고 분노에 가득 찬 정치인들이 
우리 600,000 학생들에게 롤 모델로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와 가정을 위한 재원 대신 불필요한 소송에 $3,000,000 이상의 세금을 쓰는 
그들에게 지쳤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육이 정치인이 아닌,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기능하게 하고자 전념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끊임없이 옹호하는 공립학교의 엄마이자 
교육자로서, 저는 비영리 단체, 지역 기업, 그리고 고등 교육 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리더십을 가져와 우리 학생들을 위해 의미 있고 보수가 좋은 
일자리로의 진로를 만들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과 그 가정들이 이번 팬데믹으로 인한 깊은 트라우마를 견뎌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불안해지고 사회적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학부모들의 조언을 고려해서, 우리는 학생들이 성인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의 OC 공립학교 제도를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 학생 및 학부모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게 한 표를 주신다면 영광일 
것입니다.

진심을 담아,

Paulette Chaffee (폴렛 채피)
www.PauletteChaff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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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A SPARKS (리사 스파크스)
오렌지 카운티 교육위원회, 이사 제5지역

여러분의 OCBE 이사로서, 저는 지난 4년간 부모의 권리를 위해 싸워왔으며 
앞으로도 학생들과 그들의 학습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커리큘럼 및 건강상의 
결정에 대해 가족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오렌지 카운티 공립학교의 모든 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3자녀의 엄마이자, 
전국적으로 알려진 학자 겸 교사이며, Chapman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단과대학을 
설립하는 일을 맡은 초대 학장입니다.

더하여서, 여러분의 이사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학장, 커뮤니케이션 단과대학, Chapman 대학교;
리더십 교육 경영학 박사 후 수료증, Harvard 대학교;
대학원장 및 학과장, Chapman 대학교;
교양학습 및 대학원 학과장, George Mason 대학교;
TED 연사

아이들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쓰고, 읽고, 분석하도록 교육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저는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들을 위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고 구현하는 
데 100% 전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부모와 아이들이 우리 공립학교에서 겪은 
K-12 경험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좌절하고 있다는 것을 크고 명확하게 잘 
듣고 있으며, 이 일은 체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정부가 적절하고 책임감 있는 재정 의사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지역 사회와 공립 차터 스쿨을 포함한 우리의 공교육 시스템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저는 우리 교실에 직접 자금을 투입하는 것에 찬성하고 학습 
성과를 저해하는 정부의 지시에 반대합니다.

Chapman 대학교에서 종합적인 학교/대학 운영 경험을 통해 유권자에 의해 
처음 선출되었을 때 교육부를 어떻게 관리하고 지도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교육위원회 이사로 봉직하는 동안 저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해 
왔습니다: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학교를 다시 열기 위해 투쟁.
우리 학교가 학생들을 위해 충분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장.
교육 관료주의와 특별이익단체들을 통해 투쟁하는 학부모들을 옹호.
우리 부서의 과도한 로비 및 정치자금 삭감.
차터 스쿨의 수를 늘리는 것을 포함, 학부모의 권리와 교육적 선택권을 보호.

다음 지지자들과 함께 저를 오렌지 카운티 교육위원회에 선출해 주십시오:

오렌지 카운티 링컨 클럽
연방 하원의원 Michelle Steel (미셸 스틸) 
Newport Beach 시의원 Will O’Neill (윌 오닐)
Newport Beach 여성 시의원 Daine Dixon (다이앤 딕슨)
오렌지 카운티 교육위원회 이사 Ken Williams (켄 윌리엄스)
오렌지 카운티 교육위원회 이사 Tim Shaw (팀 쇼)
오렌지 카운티 교육위원회 이사 Mari Barke (마리 바크)
오렌지 카운티 수퍼바이저 Lisa Bartlett (리사 바틀렛)
Lake Forest 시의원 Scott Voights (스콧 보이트)
주 하원의원 Laurie Davies (로리 데이비스)

여러분의 투표를 얻게 된다면 영광일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sparksforschools.com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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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RINE SMITH (셰린 스미스) 
은퇴 학교 교육감

전직 교사, 교장, 그리고 학교 교육감으로서, 저는 우리 지역사회가 탄탄한 
공립학교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우수한 공립학교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항상 모든 아이들을 위한 세계 최상급의 교육을 위해 
싸워온 이유입니다. 저는 낭비를 줄이고 세금을 우리 교실에 사용할 것입니다. 저는 
하찮은 소송에 수백만 달러를 낭비한 직업 정치인들에게 맞설 것입니다.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은 읽기, 쓰기, 수학, 비판적 사고, 그리고 창의력이 학생들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기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송에 낭비되는 
세금을 프로그램, 훈련, 그리고 소규모 학급 규모에 재운용해서 선생님들이 모든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대학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군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진로 기술 교육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마지막 수업 시간의 종이 울린다고 교육이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과 심화 학습 프로그램을 더 많이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적절한 환기를 포함, 추가적인 
캠퍼스 감독, 정기적인 안전훈련, 지역의 소방 그리고 법률 관계자들과의 협업 계획 
수립 등 학교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Sherine Smith (셰린 스미스)에게 투표하십시오 - 학생과 학부모를 우선시합시다! 
www.votesher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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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Y SUPERVISOR, 2ND DISTRICT

VICENTE SARMIENTO (비센테 사르미엔토) 
Santa Ana 시장/사업주

Vicente Sarmiento (비센테 사르미엔토) 시장은 우리의 차기 오렌지 카운티 
수퍼바이저가 될 만한 가치와, 경험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주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Vicente (비센테)는 오렌지 
카운티 중부에서 성장했고, 지역 공립 학교들을 다녔으며, 대학 졸업 후 사업을 
시작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고향인 Santa Ana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로서, 
Sarmiento (사르미엔토) 시장은 모든 사람들마다 그들의 동네가 안전하다는 
느낌을 보장받아야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Sarmiento (사르미엔토) 시장은 우리 지역의 학교, 공원 및 인도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한편, 노숙 경험자에게 필요한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전략을 실시했습니다.

시의원으로서, Vicente (비센테)는 주택 소유주들과 지역 기업들을 보호하면서, 
대경제 침체 속에서도 오렌지 카운티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를 이끌었습니다. 
시장으로서는, 시 예산을 바로잡았고, 재정 예비금을 늘렸으며, 약 4천2백만 달러 
규모의 일회성 흑자를 창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Santa Ana가 코로나
19로 인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이후, 우리 카운티 전역을 통틀어 가장 낮은 양성 
진단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퍼바이저로서, Vicente (비센테)는 저렴한 주택 공급 및 생활비 증가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청구서 요금을 지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Sarmiento (사르미엔토) 시장은 코로나 경제 회복을 이끌면서, 
소규모 사업체 및 세입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으며, 핵심 일선 
근로자를 위한 위험/영웅수당을 확보했습니다.

사람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가족을 부양할 만한 급여를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므로 
Vicente (비센테)는 언제나 근로가정들의 편에 설 것입니다. 시장으로서, 
Vicente (비센테)는 또한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범 법적 보호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수퍼바이저로서, Vicente (비센테)는 아래 사안들을 비롯하여 주민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처리하여, 오렌지 카운티의 새로운 출발을 이끌고자 합니다:

노숙자 문제 해결
우리의 동네 보호
저가 주택 공급 증대
공공 보건의료 개선
우리의 공원 & 녹지 확장
정부의 투명성 및 책임감 향상

Sarmiento (사르미엔토) 시장은 UC Berkeley에서 경제학 BA를, 그리고 
UCLA에서 법학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아내 Eva  
(에바)와 함께 Santa Ana로 돌아와 세 자녀 & 강아지 “Magic”(매직)을 키웠으며, 
Santa Ana에서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했고, 그의 고향을 발전시키기 위해 공직에 
출마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노동자 연합, 연방 상원의원 Alex Padilla (알렉스 파디야)와, 여러 
선출직 공무원, 단체, 그리고 주민 여러분과 함께 오렌지 카운티에 속한 모두에게 
더욱 희망차고 번영하는 미래를 위해 힘쓰는 Sarmiento (사르미엔토) 시장의 
선거 운동을 지지해 주십시오.

www.sarmientoforsupervisor.com

Vicente Sarmiento (비센테 사르미엔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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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BERNICE NGUYEN (킴 버니스 우엔) 
Garden Grove시 여성 시의원 

저는 현재 상태에 도전하고, 혁신을 수용하며, 변화를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5세의 나이에, 저는 라틴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Garden Grove 
시의회에 선출되었습니다. 모든 주민을 위한 목소리로, 저는 경제 개발, 밀린 사회 
기반 시설 사업, 그리고 공원 확장 및 재건을 이끌었습니다. 저는 효과적인 지역사회 
치안 계획을 실행하면서 공공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멕시코인 
어머니와 베트남인 아버지의 딸로서, 저는 이민자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항상 투쟁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웃들이 직면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오렌지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저는 또한 카운티에 꼭 필요한 공중 
보건 배경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주택 및 노숙자 위기를 해결하고, 공공 안전 
자원을 늘리고, 코로나19 구제를 확장하며, 지방 정부, 보건 및 지역사회 리더들과 
협력하여 오렌지 카운티가 직면한 약물 남용 유행 및 정신 건강 위기를 포괄적이며 
온정을 가지고 대처해야 합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또 다른 직업 정치인이 아니라,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진 대담한 
새로운 리더가 필요합니다. 제가 중부 오렌지 카운티에 마땅히 있어야 할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투표를 겸허히 부탁드립니다.

Kim Nguyen (킴 우엔)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위한 수퍼바이저입니다.

www.votekimnguy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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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 DUMITRU (존 드미트루) 
Orange 시 시의원, 제2선거구 

저는 오렌지 카운티의 제2선거구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공립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미국 심장 협회, 미국 적십자사, 오렌지 카운티 소방관 자선 
협회, 캘리포니아 주 소방관 협회, 그리고 미국 보이스카우트에서 활동했습니다.

저는 Orange 시의 제2선거구에서 시의원으로 봉직할 수 있었던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다음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10번의 균형 잡힌 예산을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거리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 및 소방 인력을 늘렸습니다
세금 및 수수료 인상에 맞서 싸웠습니다
공원, 지역사회 행사 및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저는 오렌지 카운티 소방국에서 29년간 근무하면서 공공 안전 분야에서 비교할 수 
없는 경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 수퍼바이저로서 오렌지 카운티를 다음과 같이 이끌겠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경찰관과 부보안관들을 약화시키려는 시도와 
맞서 싸울 것입니다
노숙자 및 범죄자 문제 해결에 계속해서 실패한 정책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전하고, 재정적으로 든든한 오렌지 카운티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를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안전한 카운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를 위한 제 비전은 서로를 존중하고, 우리 역사를 소중히 여기며 사업 
및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얻게 된다면 영광일 것입니다. 함께, 우리는 오렌지 
카운티 제2선거구를 거주하고, 일하고, 가정을 꾸리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유지할 
것입니다.

Jon Dumitru (존 드미트루)를 제2선거구 오렌지 카운티 수퍼바이저로 선출해 
주십시오. www.dumitruforsupervisor.com 또는 714-420-9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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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CILIA “CECI” IGLESIAS 
(세실리아 “세시” 이글레시아스) 
여성 사업가/정책 디렉터 

오렌지 카운티 제2선거구는 언제나 저의 집이었습니다. 저는 엘살바도르 
이민자이며, 오렌지 카운티 공립학교에 다녔습니다. 저는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오렌지 카운티 사회복지국 및 기업에서 일했습니다. 두 차례 선출된 
교육위원회 이사이자 여성 시의원입니다. 공공 안전과 납세자를 위한 강력한 
옹호자입니다.

두 직업을 가진 싱글맘으로서, 저는 우리 가족을 돌보기 위해 희생하는 제2
선거구의 주민들과 동질감을 느낍니다. 목사인 제 어머니는, 제게 강한 신앙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신과 저의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유, 가치 및 삶의 질을 보호
공공 안전 증대
온정을 가지고 노숙자 위기를 대응하고 개인적 책임 요구
저렴한 주택, 보육,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청소년 서비스, 재향군인 및 노인을 
위한 자원 분배
판매세 및 재산세, 유류세 및 수수료 인상에 반대. 제2선거구의 근로 가정들은 
이미 충분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와 사업 창출
학부모, 학생 및 학교 선택 지지

재정적으로 보수적이며, 공공 안전을 지지하는 수퍼바이저로서, 저는 Garden 
Grove, Orange, Anaheim, Tustin 및 Santa Ana (G.O.A.T.S)의 주민, 비영리 
단체, 종교 커뮤니티 및 사업체와 협력하여 오렌지 카운티를 더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곳으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함께 갑시다 G.O.A.T.S! Cecilia “Ceci” Iglesias (세실리아 “세시” 
이글레시아스)를 오렌지 카운티 제2선거구 수퍼바이저 위원회로 선출해 주십시오.

연락처는 iglesias4supervisor@gmail.co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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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AN VILLEGAS (후안 비예가스) 
보안관 

저는 공공 서비스에 제 삶을 헌신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한 옹호자가 되어 왔습니다. 
저는 32년 동안 오렌지 카운티 보안관 부서의 일원이었으며, 미 육군 재향군인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모입니다.
사 년 동안 시의원이자 시장 직무대행으로서 제2선거구에서 가장 큰 도시인 Santa 
Ana의 주민들을 위해 봉직한 것은 영광이었습니다. 이렇게 얻은 경험과 지식으로, 
저는 여러분들의 제2선거구 수퍼바이저로 봉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의 재임 기간 동안, 저는 지역사회 치안과, 사회 기반 시설 수리를 위해 추가로 
공공 안전 자금을 제공했으며, 가정 폭력, 아동 및 노인 학대 피해자를 위해 가정 
사법 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저는 노숙자 보호소 및 재향군인과 가족을 위한 저렴한 근로자 주택 마련을 위해 
노력했고,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지역 사업체를 돕기 위해 소규모 사업체 
전담팀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민자 가족의 아들로서, 저는 안전한 직장, 안전한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보호소 제공 및 보건 접근성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과감하게 움직일 때입니다. 함께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표를 겸허히 부탁드립니다.
존경을 표하며,
Juan Villegas (후안 비예가스)
www.votejuanvilleg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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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 PARK (써니 박)
Buena Park 시장

오렌지 카운티가 변화할 시기는 지금입니다.

저는 Buena Park 시장 Sunny Park (써니 박)이며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출마합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정부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를 거듭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델타 급증이 시작되었을 때 마스크 의무화를 
거부했으며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공중 보건 공무원들에게 접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우리 카운티는 노숙자 비상사태, 저렴한 가격의 주택 부족과 공공 안전 
위기와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현상 유지가 안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팬데믹이 가져온 변화를 
받아들이고 카운티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포스트 
팬데믹의 지역사회 리더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보다 더 중대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이자 이민자로서, 저는 오렌지 카운티 전역의 많은 사람들이 매일 겪는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이 때문에 저는 공공 서비스에 뛰어들었습니다 - 소외된 
지역사회를 재건하고, 지구를 보호하며, 우리의 이웃들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번영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Buena Park의 시장 직무에서부터 오렌지 카운티 소방국 위원회에서 봉직하는 
것과, 자원봉사로 Barack Obama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배 
금메달을 받은 것까지, 제 평생의 일은 공공 서비스와 기부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여러분의 수퍼바이저로서, 저는:

노숙자 문제에 신속히 대처하며, 노숙자들에게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며 영구 
주택에 수용되도록 돕겠습니다.

카운티의 투명성, 특히 공중 보건 부분을 높이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체를 지원하여 경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더 많은 보수가 좋은 중산층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 가정을 지지하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고, 깨끗한 공기와 물을 
보존하며, 카운티를 100% 청정에너지화하겠습니다.

보건 의료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카운티의 보건 부서를 개선하겠습니다.

소방관이나 구급 대원의 긴급 대응과 같은 공공 안전에 투자하고, 상식적인 
형사사법 개혁을 시행하여,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다음과 같은 분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민주당 협회

호텔 직원들

Bab Archuleta (밥 아츄레타) 주 상원의원

Dave Min (데이브 민) 주 상원의원

Sharon Quirk-Silva (샤론 쿼크-실바) 주 하원의원

Fiona Ma (피오나 마) 캘리포니아 재무장관

John Chiang (존 치앙) 전 캘리포니아 재무장관

근로자 가정들

OC 수퍼바이저 위원회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활기찬 지역 시장을 
선출하여 변화를 만듭시다.

6월 7일에 여러분의 지지와 투표를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영광일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Sunny Park (써니 박)

SunnyPark4O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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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G CHAFFEE (더그 채피) 
오렌지 카운티 수퍼바이저

이웃 여러분들께,

2018년 이래로 수퍼바이저 위원회에서 북부 오렌지 카운티 일부를 대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유권자들께서 제게 주신 신뢰에 감사드리며, 우리 이웃을 위한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가장 취약계층인 노인들을 보호하며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우는 것은 
저의 최우선순위였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스터 샷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퍼바이저로서, 저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호소 침대와 영구 지원 주택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노숙자들에게 주거 제공.

범죄 감소, 이웃의 안전 유지, 그리고 911 대응 시간 단축을 보장하기 위한 자금 
지원을 우선시 함.

Placentia의 재향군인 마을과 Gypsum Canyon의 재향군인 묘지 개발 지원.

Fullerton의 Coyote Hills와 Anaheim의 Riverwalk와 같은 열린 공간을 
보존하기 위해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공공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지역에 투자.

현재 바이오디젤을 사용하는 Metrolink (메트로링크) 열차와 같이 오염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지속 가능성을 장려.

2021년에 개교한 BeWell OC 캠퍼스의 건설을 지원하고 BeWell 캠퍼스 추가 
계획을 지원하여 정신 건강 서비스 확장.

오렌지 카운티 주택 재정 재단의 설립을 이끌어 노숙자 및 노숙자가 될 위험이 있는 
이들을 위한 주택 자금을 지원.

팬데믹 기간 동안 지역 교육구를 지원하여 크롬북 및 인터넷 접속을 위한 자금 
지원과 또한 밴드, 댄스 및 음악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

매일, 저는 특히 주민들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공공을 위해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에 대한 질문, 우리 지역사회를 위한 아이디어, 
또는 논의하고 싶은 사안이 있으시면, (714) 343-8531으로 전화하시거나 
Doug@ChaffeeforSupervisor.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저  또는  제  캠페인에   대해  더 알아보시려면,  
www.SupervisorDougChaffee.com을 방문해 주십시오.

Doug Chaffee (더그 채피) 수퍼바이저 소개:

수퍼바이저 위원회에 선출되기 전, Doug Chaffee (더그 채피)는 Fullerton 시에서 
시장 및 시의원으로 봉직했습니다. 그는 또한 지역 사업주이자 변호사입니다. 
Doug (더그)는 Fullerton Union 고등학교, Redlands 대학 및 Northwestern 
대학교 법대의 자랑스러운 졸업생입니다. 그와 그의 아내 Paulette (폴렛)은 
Fullerton에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수퍼바이저로서, Doug Chaffee (더그 채피)는 오렌지 카운티 
노숙자 퇴치 위원회, 오렌지 카운티 주택 재정 이사회, First 5 오렌지 카운티, 아동 
및 가정 위원회, 그리고 Metrolink (메트로링크) 이사회를 포함한 많은 이사회와 
위원회에서 봉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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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N C. VARGAS (스티븐 C. 바가스)
시의원/해군 소령

제 삶을 봉직에 헌신하였습니다: 9/11 이후, 저는 미 해군 예비군에 입대하였고, 
이라크에 파병되었으며, 지금도 소령으로 조국을 위해 복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의원이자 전임 시장으로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의 자원봉사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직 부관, Brea 재향군인회 Post 181
전임 사령관, Brea 외국 전쟁 참전 재향군인 Post 5384
전임 회장, Placentia Boys & Girls Club
전임 지역구 이사, Cub Scout Pack 820

저는 1978년부터 우리 선거구에 살면서 28년 전 제 이웃이었던 Lisa(리사)와 
결혼했고, 다섯 딸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들을 위해 오렌지 
카운티를 개선하여 그들의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저는 소규모 사업주로, 해군 소령으로, 그리고 시장/시의원을 경험했기에, 사업 
효율성과 군사적 청렴성을 갖춘 정부를 운영하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퍼바이저로서, 저는:
부보안관들이 아닌, 범죄자들에게 수갑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진열장을 깨고 
물건을 탈취하는 범죄를 단절하고 - 범법자들을 붙잡아 가두겠습니다.
치료 센터를 개발하겠습니다 – 노숙 거주민들에게 회복할 기회를 제공하며 
영구적인 주택 공급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수수료/세금 인상에 반대하겠습니다 – 기업 및 주민들은 이미 지나치게 많은 
돈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분들의 지지를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주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고자 싸울 것임을 알고 계시는, 오렌지 카운티 
부지방검사 협회
오렌지 카운티 수퍼바이저 Don Wagner (돈 와그너), Patricia Bates  
(패트리샤 베잇츠) (은퇴), Janet Nguyen (자넷 우엔) (은퇴), 그리고 Jim 
Silva (짐 실바) (은퇴)

저는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열정의 전사입니다. Vargas (바가스)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vargas4supervis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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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NE L. HARKEY (다이앤 L. 하키)
여성 사업가/재정 컨설턴트

인플레이션 상승...범죄 악화...정부의 과도한 명령. 우리 선출직 지도자들은 
국민들의 우려에 그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 의제는 제쳐두고 
당신을 위해 일할 새로운 카운티 수퍼바이저를 선출해야 할 때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에 상식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성인이 된 이후 내내 Newport Beach에서 Dana Point까지의 
오렌지 카운티 해안의 주민으로 살아온 저는, 캘리포니아의 우리 지역을 고향이라 
부르기에 특별한 곳으로 만드는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제 자격은 다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리더 – 2개의 주요 은행에서 30년간 금융 및 은행 경력을 쌓은 
선구적인 여성 사업가입니다.
납세자 대변인 –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주 조세 위원회에서 오렌지 
카운티를 대표했습니다.
지역 시장 – Dana Point 시에서 시장 및 여성 시의원으로 재임했습니다.
지역사회 리더 – 6년 동안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오렌지 카운티를 
대표했습니다.
교육/가정 – UC Irvine을 졸업했습니다. 제 딸은 Newport Beach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퍼바이저로서, 저는 우리의 개인적, 헌법적 자유, 지역사회, 해변, 
산책로와 공원을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이며, 오렌지 카운티의 건전한 
재정 관리를 보장할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 안전 보호: 공공 안전은 정부의 최우선적인 역할입니다. 저는 우리 법 
집행관들이 도시, 동네, 그리고 학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Don Barnes (돈 반스) 보안관과 오렌지 카운티 
부보안관 협회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제한된 정부 복원: 저는 너무 많은 아이들의 수업을 중단시키고, 비즈니스 
커뮤니티와 우리 모두에게 대혼란과 재정적인 고통을 초래한 과도한 
COVID 의무사항들을 중단할 것입니다. 저는 저의 재정적 배경을 이용하여 
낭비되는 지출을 줄이고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해결책을 도모하여 카운티 
서비스를 개선하고, 세금과 규제 부담을 줄여 오렌지 카운티 정부에 투명성을 
높일 것입니다. Howard Jarvis (하워드 자비스) 납세자 협회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삶의 질 보존: 저는 우리의 독특한 해변과 멋진 공원을 보호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도시가 대체 주택을 찾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정신 질환자와 마약 중독자들에게 더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제 불능의 노숙자들을 줄여야 합니다. 
Newport Beach 여성 시의원 Diane Dixon (다이앤 딕슨), Laguna Niguel 
시장 Elaine Gennawey (일레인 제너웨이), Dana Point 시장 Joe Muller  
(조 뮬러)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표를 얻어 새로운 카운티 수퍼바이저로 임하게 된다면 영광일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www.HarkeyForSupervisor2022.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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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RINA FOLEY (카트리나 폴리) 
오렌지 카운티 수퍼바이저/사업주

오렌지 카운티 수퍼바이저 Katrina Foley (카트리나 폴리)는 위원회에 합류한 
첫해 동안 우리 가족들을 위해 투쟁했고 우리의 세금을 보호하였습니다. Foley  
(폴리) 수퍼바이저는 자신의 수십 년간의 지역 경험을 바탕으로 Sacramento에 
맞서며, 전임자들에 의해 여러 해 방치된 시의 요구에 대응하며, 우리 지역사회를 
위한 결과를 제공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에 합류한 이후 
Katrina Foley (카트리나 폴리)는 다음의 성과를 냈습니다:

성폭행 키트의 밀린 주문을 해결하고 증오 범죄의 증가에 싸우기 위한 자금을 
포함해 오렌지 카운티의 법 집행 기관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이웃을 보호하였습니다. 불법 중독 치료 주택의 확산을 해결하고 심각한 
속도로 늘어나는 펜타닐 사용률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자의 오렌지 카운티 유입에 반대 표를 던졌습니다.

새로운 주택 공급 기회를 승인하고 낡고 안전하지 않은 모텔을 개조하여 
노숙자를 줄였습니다. 공원 및 방수로 내 야영지를 청소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들을 위한 자살 예방을 포함하여, 정신 건강 
자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및 검사를 확장하여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오렌지 카운티의 
사업체와 학교의 운영을 유지했습니다.

무입찰 계약을 감시하여 거의 80억 달러에 달하는 카운티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서비스 수수료를 절감하고 8백만 달러 이상의 
재산세를 환급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는 공개 브리핑을 통해 Foley 
(폴리)가 “동료 OC 수퍼바이저들에 반대한 것은 옳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John Wayne (존 웨인) 공항의 소음과 대기 오염을 줄여 해안 지역사회를 
보호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기름 유출에 대한 대응을 주도했습니다. 카운티 
역사상 최초의 기후 행동 계획 수립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래 보충 자금 
지원을 성공적으로 옹호했습니다.

수퍼바이저 Katrina Foley (카트리나 폴리)는 오렌지 카운티 소방관들, 응급 
의료진들, 공공 안전 담당자들, 간호사들, 교사들, 퇴역 군인들, 식료품점 직원들, 
의료 종사자들, 환경 단체들, 그리고 200명 이상의 지역사회 및 선출직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수퍼바이저 Katrina Foley (카트리나 폴리)는 2021년 특별 선거에서 오렌지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에 선출된 성공적인 여성 사업가이며, 변호사이자,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이전에 Costa Mesa의 최초로 직접 선출된 시장으로, 지역 
시의원, 그리고 Newport-Mesa 교육위원으로 봉직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퍼바이저로서, 저는 오렌지 카운티 주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며 
지역사회를 위한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매일 열심히 일합니다. 함께, 우리는 공중 
보건을 지켜냈고, 지역 사업체를 돕기 위한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노숙자를 줄이기 위해 위기의식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지만, 저는 우리가 이루어 가는 진전이 자랑스럽습니다.

저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714) 367-6126으로 전화 주시거나 Hello@KatrinaFoley.com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정중히 여러분의 투표를 부탁드립니다.”
- 수퍼바이저 Katrina Foley (카트리나 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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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RICIA C. ‘PAT’ BATES
(패트리샤 C. ‘팻’ 베잇츠 )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은 재정적 청렴과 여러분의 세금을 믿고 맡길 수 있을만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오렌지 카운티 상원의원으로서, 저는 정부와 여러 선거의 부정부패 및 
사기 행위를 종식시키고, 낭비와 싸우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오렌지 카운티 수퍼바이저로서 저는:

세금 인상에 반대하고 정부의 낭비, 사기 및 남용 행위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저는 세금-투사로서의 저의 성과와 Howard Jarvis (하워드 자비스) 납세자 
협회로부터 우리 주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일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거리와 동네에서 노숙자 야영지를 없애도록 일하겠습니다

우리의 경찰과 보안관에게 100% 지원을 제공하며 공공 안전을 증진하는 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모든 가정에 수천 달러의 비용을 더하는 수수료, 세금 및 규정을 삭감하여 보다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갖춘 자격으로는: 시장으로, 오렌지 카운티 입법자 및 수퍼바이저로 그리고 주 
정부를 개혁하기 위한 캘리포니아 성과 검토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여성 리더십 협회(CWLA)의 창립자입니다.

저는 아내이자,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로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 누리는 삶의 방식을 
보호하는 데 커리어를 바쳤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게 투표해 주신다면 큰 영광일 
것입니다. BatesforSupervisor.com을 방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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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MULDOON (케빈 멀둔) 연령: 43
시장/오렌지 카운티 사업가

범죄와 노숙은 우리 지역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직 검사이자, 7년동안 봉직한 시의원이며 현직 시장으로서, 저는 범죄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오랫동안 보여 왔습니다.

공공의 안전은 저의 최우선 사항입니다. 저는 우리 경찰과 보안관을 지지하고 
그들에게 충분한 자금이 지원되도록 할 것입니다.

노숙은 나쁜 Sacramento 정책으로 인한 주 전체에 걸친 위기입니다.

사업가이자 백악관에서 일했던 변호사로서, 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Newsom (뉴섬) 주지사를 코로나 기간 동안 오렌지 카운티의 
해변을 임의로 폐쇄한 혐의로 연방 법원에 고소 했으며, 즉시 다시 열도록 
강요했습니다.

저의 업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편이자 아버지.

항상 발의안 제13을 옹호하고 세금과 싸워온 기록.

증가하는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운티 및 지역 리더들과 
협력하였습니다. 저희는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우리 동네로 범죄자들을 조기 석방하는 것에 대한 시의 반대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Pendleton(펜들턴) 기지의 군 YMCA 이사로 봉직하며 군인 가족을 돕는 
일에 전념하며, 범죄 피해자 옹호 단체와 함께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부 오렌지 카운티에서 자랐으며, 평생을 오렌지 카운티에서 거주했습니다.

제 아내 Heather(헤더)와 저는 이곳에서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으며, 그리고  
6월에는 딸의 출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표를 부탁드립니다. www.VoteMuld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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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UDE PARRISH (클라우드 패리쉬) 
오렌지 카운티 재산평가국장

2015년 1월 5일 취임한 저의 공약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낭비 없애기. 올해만 해도, 저희 부서는 $2,363,000의 기금을 카운티로 돌려 
보냈습니다.

조세 심사 마감일을 9월 15일에서 11월 30일로 연장. 이제 납세자들은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75일 추가되었습니다.

세금 명부(Tax Roll)를 제시간에 완료. 지금은 항상 이행하고 있으나 200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2014년의 세금 고지서는 10월 말경에 받았으나, 2015년 
부터는 9월 중순에 받아보고 있습니다.

납세자 옹호 사무소 신설. 이제 우리는 “납세자를 위한 공공 변호인,”  
(www.ocassessor.gov/taxpayers-advocate)을 통해 납세자의 문제, 발의안 
8의 축소, 재산 신탁에 대한 우려, 그리고 납세자의 우려사항을 돕고 있습니다.

카운티 남부에 위성 사무소 설립. 우리는 이제, Mission Viejo 시청 내 현재 
직원들 가까이에 자리한, 납세자들에게 추가 비용 없이 임대료가 부과되지 않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부당한 관료적 지연 없이, 자격 여건이 되는 모든 합법적인 면제를 납세자에게 
허용. Wise Place 여성 노숙자 쉼터부터 시작합니다.

항소를 2015년 19,507건으로부터 감소. 지금은 좀 더 정확한 평가로 5878개의 
항소건만 있습니다.

발의안 13을 보호. 또다시, 저는 Howard Jarvis (하워드 자비스) 납세자 협회, 
PAC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저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으니, 전화 주십시오: (714)697-1929.
여러분의 한 표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Claudeparrish11@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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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ARD “RICK” FOSTER  연령: : 58
(리차드 “릭” 포스터)
재향군인 주택 제공자

Ada Briceño (아다 브리세뇨) 민주당 의장이 저의 오렌지 카운티 재산평가국장  
캠페인을 지지하는 이유는 저의 주택 업계에서의 40년간의 경험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헌신 때문입니다.

저희 가족은 5대째 오렌지 카운티를 고향이라 불러왔고, 저는 Garden Grove에서 
자랐으며, 저는 우리 공립학교의 자랑스러운 산물입니다.  저는 금융 및 주택 담보 
대출 분야에서 일해왔고 지난 삼십 년 동안 재향군인과, 위험에 처한 노인 및 가정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영구적인 주택을 제공해 왔습니다.

저는 전 세계 LGBTQ+ 난민들의 인권 옹호 활동을 주도하고 가석방자의 사회 
재진출을 도움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옹호해 왔습니다.

저는 저의 경험과 연민을 재산평가국에 가져와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주택 소유의 꿈을 더 쉽게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노인, 재향군인 & 
장애인들이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그 누구도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저는 여성 연방하원의원 Katie Porter (케이티 포터)와 오렌지 카운티 노동자 
연맹의 근면한 가족들의 지지를 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공정 과세의 기본 원칙 위에 세워졌으며, 그것은 평가 사정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재산평가국이 우리 민주주의의 초석이라고 믿으며 여러분들의 한 표를 통해 
저는 이 원칙을 지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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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H NGUYEN (휴 우엔) 
오렌지 카운티 서기-기록국장

저는 2013년 4월부터 오렌지 카운티 서기-기록국장으로 근무하는 영광을 누려 
왔으며, 카운티 정부에서 28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사무실을 지속적으로 
비용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 기록물을 
보호하고 싶기에 여러분들의 투표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낮은 부동산 등기 수수료와 전자 기록의 국가적 리더로서 시행 이후 1,000만 건의 
기록을 보유한 성과가 있습니다.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 7월부터 카운티 세 곳에서 매월 토요일 혼인 신고, 결혼식 및 여권 
신청 서비스 제공

“자동 인덱싱 및 수정” 시스템을 구현하여 2015년 이후 부동산 문서의 개인 
데이터 보안을 개선하고 700만 달러 절감

사업체 소유주를 위한 새로운 가상 기업 이름 시스템 구현

모바일 OC 결혼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여 혼인 증명서 및 예식 대기 시간 감소

2021년 CSAC의 권위 있는 “Hitched at Honda Center (Honda 센터에서 
결혼)”상 수상

2021년 NACO의 “가상 결혼” & Hitched at Honda Center (Honda 
센터에서  결혼)상 수상

저의 아버지는 베트남에서 복무한 미군이었습니다. 저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자랐고, 이곳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다녔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두 
아이를 키운  Santa Ana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수십 명의 선출직과 지역사회 
리더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저를 오렌지 카운티 서기-기록국장으로 재선출할 수 있도록 투표해 주시면 영광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VoteHughNguy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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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D SPITZER (토드 스핏저) 
오렌지 카운티 검사장-유산관리국장

오렌지 카운티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안전한 주요 카운티입니다.  
(https://www.oag.ca.gov/crime) 저의 역할은 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회적 실험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낮은 범죄율과 우수한 삶의 질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참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카운티 검사장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투쟁합니다. 

한때 아름다운 도시였던 Los Angeles와 San Francisco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DA George Gascon (조지 개스콘)은 
범죄를 기소하고 범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수퍼바이저, 입법자 (Megan 법/인터넷 저자), 교육위원회 이사, 
경찰관, 학교 교사, 사업주와 같은 유권자들은 저를 신뢰합니다. 

저는 핵심 갱단, 성범죄자, 인신매매, 음주 운전자, 동물 학대, “부수고 탈취 
(smash and grab)” 그리고 골든 스테이트 킬러 (Golden State Killer)라 불리는 
캘리포니아의 최악의 대량 살인자를 기소했습니다. 저희는 6세 Aiden Leos  
(에이든 레오스)을 쏜 용의자를 55번 고속도로에서 잡았습니다.

저에겐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증오 범죄 전담반이 있습니다.

저 또한 강인하지만, 저는 범죄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조기 개입, 직업 훈련, 
정신 질환, 그리고 중독 치료에 투자합니다. 저는 우리의 첫 노숙자 쉼터를 열고 
Carter (카터) 판사와 함께 Angels (에인절스) 경기장의 강바닥을 인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훌륭한 지지자들입니다: OC 부보안관 협회, OC 전문 소방관 협회, 범죄 피해자 
연합, OC 납세자 협회, OC 직원 협회, 히스패닉 100, 빌딩 트레이즈 (Building 
Trades), OC 재향군인 연합.

Cyril Yu (시릴 유) 오렌지 카운티 부 DA CAC 의장: “우리는 Spitzer(스핏저)
가 OCDA를 청렴하게 운영하고 우리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킬 것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OC를 안전하게 지킵시다. Spitzer(스핏저)에게 투표합시다.  
www.ToddSpitzer.com
#NoLAin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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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 HARDIN (피트 하딘)                               연령: 43
변호사/사업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범죄와 노숙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직업 정치인들에게 공공 안전을 맡기는 것은 재앙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지난해 살인사건은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노숙자 (+41%)
총기를 이용한 가중 폭행 (+51%)
강력 범죄 (+10%)
강도 (+11%)
차량 도난 (+35%)
방화 (+33%)
반 아시아 증오 사건 (+1800%)
(출처: 법무부 및 카운티 데이터)

오렌지 카운티는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곳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카운티 검사장이 필요합니다.

Pete Hardin (피트 하딘)은 해병대 전투 퇴역군인이고, 전직 카운티 검사, 
그리고 연방 검사 특별 보좌입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싸웠고 
법정에서 오렌지 카운티를 위해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Hardin (하딘)은 정치인이 아니며, 전쟁에서 해병대를 이끌었습니다. 해병대 
장교로서, 그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제1 정찰 대대의 일원으로 복무했습니다. 
Hardin (하딘)은 대위 계급에 도달했고, 해병대 내에서 가장 큰 검찰관 지휘부를 
이끌었으며, 2013년에 명예 제대했습니다. 그는 VoteVets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검사로서, Hardin (하딘)은 100건이 넘는 사건을 기소하고 강력 범죄자, 마약상, 
사기범들을 체포하는 데 있어 법 집행관들과 연방 요원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오렌지 카운티 전역의 법 집행관들과 FBI, ATF, NCIS, 비밀경호국, 국토 
안보부, 그리고 국무부의 연방 요원들과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진정한 리더십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실제 결과에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희생자들은 정의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납세자들과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은 우리의 회전문적인 형사법 운영 제도를 고치고 우리의 
거리를 깨끗하게 할 개혁이 필요합니다.

Hardin (하딘)은 강력 범죄에 검찰 자원을 집중하고 마약 치료 프로그램, 
정신 건강 서비스, 직업 훈련, 갱단 개입, 그리고 범죄를 줄이는 것으로 입증된 
그외 프로그램에 투자할 것입니다. 그는 수감과 노숙의 순환을 끊기 위해 법 
집행기관과 협력할 것입니다. 그는 범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범죄 생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피해자 서비스를 확대하고, 엄청난 재정적 무책임과 사법 제도의 
낭비를 제거할 것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끔찍한 범죄율을 되돌리고 카운티 검사장실의 진실성을 
복구하려면 우리는 새롭고, 활기차며 경험이 풍부한 카운티 검사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Pete Hardin (피트 하딘)은 당신의 표를 얻게 된다면 영광이겠습니다.
www.PeteHardin.com

Pete Hardin (피트 하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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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YAN CHEHOCK (브라이언 치혹) 연령: : 51
연방 변호사

여러분의 검사장으로서, 저는 대중을 보호하고, 범죄를 줄이며,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기소하고, 법률 체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며, 형사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공명정대하며 정당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해, 특별 이익 
단체들만이 아니라, 전체 지역사회와 협력할 것입니다.

저는 제 법조 경력을 공공 서비스, 국가 안보, 그리고 법 집행에 바쳤습니다. 저는 
수백 건의 형사 사건을 다루었고 검사장으로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경험과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7년 로스쿨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저는 민간 부문에서 일했고 미국 
제7 및 제11 순회 법원의 항소 법원에서 보조로 일했습니다. 2006년 이래, 저는 
F.B.I.를 포함하여 미 법무부 내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았으며 지난 6년 동안은 연방 
마약 단속국 캘리포니아 남부 지구의 고문으로 일했습니다.

미국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저는 법무부 차관이 수여하는 탁월한 성과상을 
두 번, 그리고 공로상을 두 번 수상했습니다. 2015년에는, 저는 Portland에서 
크리스마스 축하 행사에 폭탄 공격을 하려 했던 개인을 기소한 것과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이 수여하는 “미국 국가 안보의 이익을 증진하는 탁월한 성과” 상을  
수상했습니다.

저는 현재 마약 밀매 조직원들, 규제 물질을 유용하는 의사들 및 약국들, 갱단원들, 
그리고 거리의 펜타닐 마약상들을 기소하기 위해 주, 지방 및 연방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규제 물질과 관련된 소송에서의 제 일과 
관련하여 캘리포니아 남부 지구 연방 검사로부터 “정의를 이룩한 탁월한 성과” 
상을 수상했습니다. 상을 수여할 때, 연방 검사는 제 리더십과 제가 받아낸 판결은 
“규제 물질 수사 분야에서 오랫동안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저는 검사장들이 부정행위뿐 아니라 부정행위처럼 보이는 행동도 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공직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보장하고 유권자들의 마음에 부정행위의 
인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는 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정치 기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자랐으며 이곳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나 정부 대표가 아닌 민간 시민으로 출마하였으며, 이유는 오렌지 
카운티는 시민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확고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검사장을 가질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표를 받을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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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A. JACOBS (마이클 A. 제이콥스) 
변호사

저는 30년 경력의 검사로 일해 온 전직 오렌지 카운티 부지방검사입니다.  
검사장으로 선출된다면, 저는 제 경험을 활용하여 지방검찰청이 형법 위반 기소에 
초점을 맞춘 전문적이고, 윤리적이며, 유능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제 커리어에서 저는 중범죄 위원회, 직업 범죄, 성폭행, 마약/특수 임무 및 살인 
담당 부서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살인 담당 부서에서 13년 동안 일했고, 3년 동안 
그 부서를 감독했습니다. 저는 또한 중범죄 위원회 및 마약/특수 임무 부서를 
관리했습니다.

저는 정치가가 아닙니다. 제가 맡은 일은 재판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30년 중 
25년을 공판부에서 보냈습니다. 검사로서의 제 경험은 141건의 배심원 재판을 
포함하며, 75건은 중범죄였고 그중 26건은 살인이었습니다. 제 커리어에서 
저는 과음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인해 2급 살인 판결이 내려진 최초의 사건을 
기소했습니다. 저는 또한 오렌지 카운티에서 최초로 DNA 결과가 증거로 도입된 
연쇄 성폭행 사건을 기소했습니다.

중범죄 위원회를 감독하면서, 저는 1970년대 후반에 일어난 일련의 성폭행 살인 
사건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는 Gerald Parker (제랄드 파커)의 체포와 6
건의 살인에 대한 유죄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이 일로 범죄 중 하나에 대해 잘못된 
유죄 판결을 받고 16년을 감옥에서 복역한 무고한 사람이 석방되었습니다. Parker 
(파커)가 구금된 후, 저는 TRACKRS라는 미해결 살인 사건 프로젝트를 위해 주 
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조직했습니다. 그 후, 저는 오렌지 카운티 무죄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잘못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수감자들을 위해 
주의 모든 교도소 시설에 O.C.D.A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지방검찰청의 업무는 우리 사법 제도에 매우 중요합니다. 부지방검사들에게 
부여되는 권한은 신중하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건은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평가 및 기소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방검찰청 지도부에 
정직성과 전문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경험과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범죄 행위 및 폭력 증가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특히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형사 사법 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그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Mike Jacobs (마이크 제이콥스)
를 DA로 선출해 주십시오.

MikeJacobsForOC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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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법안-A 11
섹션

A Huntington Beach시, Huntington Beach시 대마초 영업세 법안

시는 경찰, 노숙자 예방, 행동 건강 서비스 및 중재 프로그램을 위한 특정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연간 $300,000 - $600,000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마초 소매업에 대한 총 수입의 최대 6%를 그리고 기타 모든 대마초 사업에 대한 총 수입의 최대 1%에 대한 특별 세금 조치를 채택해야 
하며, 추가 부담금이 유권자에 의해 종료될 때까지 부과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찬반 투표의 의미 

찬성(YES) 반대(NO)

법안 A에 대한 “찬성(yes)” 투표는 상업적 대마초 사업이 허용될 
경우 부과될 Huntington Beach 대마초 영업세 제정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법안 A에 대한 “반대(no)” 투표는 그러한 세금 제정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찬성과 반대

찬성 반대

Rhonda Bolton (론다 볼튼)
Huntington Beach 시의원

Kim Carr (킴 카)
Huntington Beach 시의원 (2021년 시장)

Dan Kalmick (댄 칼믹)
Huntington Beach 시의원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투표 법안-A 11
섹션

법안 A 전문 

Huntington Beach 시

제안된 조례의 본문 사본은 시 서기관 사무실, 공공 도서관 및 시 웹사이트 https://huntingtonbeachca.gov/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714) 536-5227로 시 서기관 사무실에 연락할 수 있다.

공정 분석 
Huntington Beach 시 

법안 A

법안 A는 Huntington Beach 시의회에 의해 유권자에게 제출되었으며 제안된 조례에 정의된 바와 같이 Huntington Beach 내에서 운영될 수 있는 상업적 대마초 사업에 적용되는 대마초 
영업세를 제정하도록, Huntington Beach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이다.

배경

2022년 3월 1일, Huntington Beach 시의회는 Huntington Beach 내에서 운영될 수 있는 상업적 대마초 사업에 적용되는 특별세를 제정하기 위해 Huntington Beach 지방자치법
(“HBMC”)을 개정하기 위한 유권자 승인 조례의 제출을 승인했다. 본 조례는 (i) 모든 대마초 소매업에서 받은 총 수입에 대한 6% 세율 초과 금지 지방 특별세를 제정; 그리고 (ii) 실내 재배, 
제조, 시험 실험실 및 유통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대마초 사업에 대해 1% 세율 초과 금지 지방 특별세를 제정한다. 특별세는 반드시 Huntington Beach 유권자의 2/3가 
승인해야 하며, 그 수익금은 공공 안전을 위한 경찰 서비스, 행동 건강 및 노숙자 예방, 그리고 중재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위해 특별 시 기금으로 예치될 것이다. 특별세는 2022년 6월 주 
전체 예비 선거와 통합된 특별 선거에서 제시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 특별세를 폐지하거나, 최대 세율을 초과하는 조정 세율을 설정할 수 없다.

법안

통과될 경우, 법안 A는 제안된 조례에 정의된 상업적 대마초 사업에 대해 특별세를 부과하도록 HBMC를 개정하게 된다. 이 세금은 사업이 불법적으로 운영되었다 하더라도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불법적인 사업 활동을 승인하거나 허가하는 것은 아니다. 제안된 대마초 영업세에서 얻은 수익금은 공공 안전을 위한 경찰 서비스, 행동 건강 및 노숙자 예방, 그리고 중재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만 사용되는 특별 시 기금으로 예치될 것이다. 세금 액수는 그 사업의 총 수입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세금은 상업적 대마초 사업에 대해 부과되며, 적격한 환자 또는 
주 간병인에게 부과되는 판매세가 아니다.

본 법안은 유권자가 승인한 최대 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한, 시의회에서 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과세 세율을 설정한다. 대마초 영업세는 월 단위로 후불 납부하게 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히 증가하는 벌금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법안 A는 유권자 2/3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법안 A에 대한 “찬성 (yes)” 투표는 상업적 대마초 사업이 허용될 경우 부과될 Huntington Beach 대마초 영업세를 제정하게 된다. 법안 A
에 대한 “반대 (no)” 투표는 그러한 세금을 제정하지 않게 된다.

상기 내용은 법안 A에 대한 공정 분석이다. 제안된 조례의 본문 사본은 시 서기관 사무실, 공공 도서관 및 시 웹사이트 https://huntingtonbeachca.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714) 536-5227로 시 서기관 사무실에 연락할 수 있다.

서명자/ Mike Vigliotta (마이크 비글리오타) 
수석 시 부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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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A에 대한 찬성론

Huntington Beach에서 대마초 사업이 허가될 경우 해당 사업의 세율 제정을 위한 법안 A
에 찬성(YES) 투표해 주십시오. 

2016년, 대다수의 Huntington Beach 주민들은 캘리포니아에서 레크리에이션용 대마초 
(마리화나)의 사용을 합법화한 발의안 64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상업적인 대마초 
활동은 현재는 Huntington Beach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안 A에 찬성(YES) 하는 것은, Hungtington Beach에서 대마초 사업을 열고 운영하는 
것을 승인하거나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안 A에 찬성(YES) 하는 것은, 지역 통제를 확립하고 만약 허용될 경우, Huntington 
Beach 내 운영되는 상업적 대마초 사업들에 대해 공정한 몫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보장합니다. 이 특별세는 Huntington Beach에 경찰 및 노숙자/행동 건강 서비스에 대해 
지불할 추가 세수를 제공할 것입니다. 

법안 A에 찬성(YES) 하는 것은, 대마초 사업체가 지역사회에서 운영이 허용될 시 시가  
사업체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단순히 허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행동함으로써, 시는 
대마초 사업이 나중에 승인되거나 또는 Sacramento에 의해 강제 시행될 경우 부과할 
세금이 있을 것입니다. 

법안 A에 찬성(YES) 하는 것은, 대마초 판매로 발생하는 세수가 1) 공공 안전을 위한 경찰 
서비스 및 2) 노숙자 예방/중재 및 행동 건강 서비스에 특별히 쓰이도록 보장합니다.

법안 A는 재정적으로 책임이 있고, 시기적절하며, 신중합니다. 상업적 대마초 사업체들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하십시오! 법안 A에 대한 찬성(YES) 투표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더 자세한 사항은 www.huntingtonbeachca.gov/cannabis를 방문하십시오.

서명자/ Rhonda Bolton (론다 볼튼) 
Huntington Beach 시의원

서명자/ Kim Carr (킴 카) 
Huntington Beach 시의원 (2021년 시장)

서명자/ Dan Kalmick (댄 칼믹) 
Huntington Beach 시의원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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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Newport Beach 시, 유권자에 의한 시장 직선제 실시를 위한 
Newport Beach 시 헌장 개정안

Newport Beach 시 헌장 제4조, 시의회, 그리고 제10조, 선거법을 개정하여 Newport Beach 시의 거주자 및 등록 유권자가 지명하고 시 전체 
유권자에 의한 직접 선거를 통해 시장을 선출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찬반 투표의 의미 

찬성(YES) 반대(NO)

“찬성(yes)” 투표는 시장을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헌장을 개정하는 
것에 찬성하는 투표입니다.  

“반대(no)” 투표는 헌장에 제안된 개정을 반대하는 것으로, 헌장을 
현재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찬성과 반대

찬성 반대

Will O’Neill (윌 오닐)
Newport Beach 시의원 (2020년 시장)

Noah Blom (노아 블롬)
Newport Beach 시장 직무대행

Brad Avery (브래드 에이버리)
시의원, 전 시장

Joy Brenner (조이 브레너)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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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B 전문 
Newport Beach 시

유권자에 의한 시장 직선제를 실시하기 위한 
Newport Beach 시 헌장의 개정과 관련된 

시의회 결의안 별첨 1 

제1절: NEWPORT BEACH 시 헌장에 대한 개정 본문

Newport Beach 시 헌장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밑줄은 추가된 부분을 명시하며 취소선은 삭제를 의미):

제400절. 선출직 공직자.

시의 선출직 공직자들은 여섯 일곱명의 의원과 한 명의 시장으로 된 시의회를 구성한다. "시의회", "입법기관", 또는 이 헌장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서 사용되는 유사한 용어는 
이 헌장의 다른 조항이나 법률의 다른 조항이 명시적으로 반대되거나 그러한 해석이 다른 조항의 의도와 맥락에 명백히 상반되지 않는 한 시장과 시의원들로 구성된 집합기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a) 시의회 후보자들은 본 헌장 제10조에 명시된 각 여섯 일곱 선거구의 선거인단으로부터 지명되어 본 헌장에 명시된 방식으로 시 전체 유권자들에 의해 각 선거구로부터 
선출된다. 시의회 공직자 후보들간의 투표에서의 동수는 제비뽑기로 결정한다.

번갈아, 그리고 연속해서, 두 네 번의 사 년 임기는 (제2 및 제5 선거구) 넷으로 균등하게 나누어지는 각 짝수 해에 실시되는 한 번의 지방 총선거에서 충원되며, 네 세 번의 사 
년 임기(제1, 제3, 제4, 그리고 제6 선거구)는 본 개정안의 발효일에 존재하는 시의원들의 임기 순서와 일치하도록 하며, 넷으로 균등하게 나누어지지 않는 각 짝수 해에 실시되는 다음의 
그러한 지방 총선거 에서 충원한다.

공직 기간은 사 년으로 한다. 각 시의원의 임기는 당선 후 시의회가 시 서기관으로부터 선거 결과 인증서를 수령하는 시의회 회의일로부터 시작한다.
(b) 시장 후보자는 시의 선거인단으로부터 지명되어 본 헌장에서 명시된 방식으로 시 전체 유권자들에 의해 선출된다. 시장 후보들간의 투표에서의 동수는 제비뽑기로 결정한다.
시장직은 넷으로 균등하게 나누어지는 각 짝수 해에 실시하는 지방 총선거에서 충원한다. 
공직 기간은 사 년으로 한다. 시장의 임기는 당선 후 시의회가 시 서기관으로부터 선거 결과 인증서를 수령하는 시의회 회의일로부터 시작한다.

제401절. 자격.

(a) 지명 또는 임명된 선거구역의 선거인이 아닌 한, 그리고 지명 또는 임명 직전 삼십 (30) 일 이상 등록된 선거인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선출 또는 임명 직전 삼십 (30) 일 이상 
시의 등록된 선거인이 아니었다면, 그 어떤 사람도 시의원에 재직할 자격이 없다. 그 어떤 사람도 시장에 당선된 임기에 바로 이어지는 임기 동안 시의회 의원직의 직무 자격이 없다.

제 400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도 두 (2) 번 연속 사 (4) 년 임기 이상을 시의회 의원으로 재임할 수도 또 자격도 없다. 현임기 이전에 일회 이상 임기를 마친 시의원은 
이러한 임기를 마칠 수 있으나, 아래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선될 수 없다. 이 개정안의 시행일 현재, 초임 중인 시의회 의원은 현 임기 만료 시 두 번째 사 년 임기에 재선될 자격이 
있다.

이 절은 1992년 11월 유권자들에 의해 제정된 시의회 의원에 대한 연임 제한을 변경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두 (2) 번 이상의 연임을 금지하거나, 해당인의 선출로 인해 두 번 
이상의 연임을 하지 않는 사람을 부적격자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b) 그 어떤 사람도 현재 등록된 선거인이 아니거나, 지명 또는 임명 직전 삼십 (30) 일 이상 해당 시의 등록된 선거인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선출 또는 임명 직전 삼십 (30) 일 이상 
시의 등록된 선거인이 아니었다면, 시장직에 재직할 자격이 없다.

제 400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도 시장직에 두 (2) 번 연속으로 사 (4) 년 임기 이상을 재직할 수 없다.
이 절은 시장직에 두 (2) 번 이상 재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할 수 있는 사람을 부적격자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제403절. 공석.

어떠한 이유에서든 시의회에 공석이 발생할 시, 그 공석이 발생한 선거구 출신의 적임자를 시의회가 임명하여 충원하고, 임명된 사람은 다음 지방 총선거 이후 첫 번째 화요일까지 
그리고 그 후임자가 자격을 얻을 때까지 재직하게 된다. 모든 공석은 다음 지방 총선거 때까지 공석이 있는 선거구에서 의원을 선출하여 만료되지 않은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재임하게 한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시장직에 공석이 발생할 시, 시장직의 공석은 그 공석이 발생한 날로부터 88일 이상 103일 이하에 실시하는 특별 선거를 통해 만료되지 않은 잔여 임기동안 
재임하되, 시의 지방 총선거와 통합하기 위해 공석인 유효일자로부터 180일 이내에 특별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특별 선거 실시 일정 내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선거를 명할 수 
없으며, 시장직은 공석으로 남게 된다.

시의원 또는 시장이 마지막으로 시의회 정례 회의 참석 이후 육십 일 동안 연속적으로 시의회의 모든 정례 회의에 불참할 경우, 시의회가 공식 회의록상에 허가를 명시했거나, 해당 
의원이 도덕적인 부패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 자격이 중단되지 않는 한, 해당 자리는 공석이 되고 시의회가 이를 선포한다.

시의회가 공석을 선언한 후 삼십 일 이내에 임명에 의한 공석을 채우지 못할 경우, 즉시 선거를 실시하여 해당 선거구의 공석을 채우도록 하여야 한다. 

제404절. 시장. 시장 직무대행.

시의회는 시의원을 선출하는 지방 총선거 또는 특별 선거의 결과에 대한 인증서를 받은 회의일자에, 시의회는 새로 선출된 의원에게 선서와 자격을 부여한 후, 그 의원 중 한 명을 
시장직을 갖게 될 의장으로 선출한다. 

(a) 시장은 회의의 의장이며 시의회의 의결위원이 되며, 모든 절차에서 발언권과 투표권을 가진다.
(b) 시장은 제405절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의회 안건 수립 및 안건 순서 변경 등의 전결권을 가진다.
(c) 시장은 정책, 프로그램 및 시 정부의 필요를 시민에게 해석할 전적은 아니나 주된 책임을 가지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정책 또는 프로그램의 변경 사항을 시민에게 알릴 수 있다. 
(d) 시장은 행사 목적의 공식 대표이며, 본 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시의회가 부여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직에 맞는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시장은 시의회의 뜻에 따라 이러한 

직무를 수행한다.
(e) 시의회는 시장이 선출됨과 동시에 의원 중 한 명을 시의회의 의사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할 시장 직무대행을 지명한다. 시장 직무대행은 시장이 부재중이거나 업무를 할 수 

없을 때 시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405절. 시의회에 부여된 권한.

시의 모든 권한은 본 헌장에 기재되어있지 않는 한 시의회에 귀속된다. 어느 공청회에서나 시의회 의원 최소 세 명 이상의 찬성으로 향후 시의회 안건을 추가할 수 있다.

제410절. 정족수. 절차.

시의회 의원의 과반수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족수를 구성하되 이보다 적은 수라면 때때로 휴회할 수 있다. 정족수의 목적으로, 시장이 시의회 의원으로 간주된다. 시의회 의원 
전원이 정례 회의에 불참하거나 정회를 선언한 때에는 시 서기관이 정해진 요일과 시간으로 정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정족수 미만의 인원으로 또는 서기관에 의해 연기된 회의의 통지는 
서기관이 통지하거나 시의회 임시 회의 통지에 대해 본 헌장에서 정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동의에 의하여 보류할 수 있으나, 조치할 사항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시의회는 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의 자격을 심사한다. 의회는 모든 선거 결과를 판단한다. 의회는 절차의 실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어느 회의에서든 의원 또는 그 밖의 사람을 무질서한 행위로 제명 또는 
기소할 수 있다.

시의회의 의원 및 시장은 시의회에 계류 중인 조사 또는 절차에 대해 선서 및 확답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시의회는 의회의 명의로 증인의 출석을 강요하고, 선서를 한 후 검사하며, 
결과 과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소환장은 시의 명의로 발부하며 시 서기관이 이를 증명한다. 이러한 소환장에 불복종하거나 (헌법적 근거가 아닌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하며, 본 헌장의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처벌할 수 있다.

시 서기관은 의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출석부의 인원을 소집하여 요구의 대상이 되는 안건에 대한 찬반 결과를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04절. 지명 청원서 서명 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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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직 추천을 위한 청원서에 서명하는 유권자는 지명 대상 선거구의 주민이며 등록 유권자여야 한다.
시장직 추천을 위한 청원서에 서명하는 유권자는 해당 시의 시민이며 등록 유권자여야 한다.

제1005절. 선거구.

여기서 ‘시’는 여섯 개 일곱 개 선거구로 나뉘며, 명칭 및 각각의 경계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의원 정례 선거 육 개월 이내에 선거구의 경계를 변경 및 재정립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시의회는 전국 인구조사 이후 십 년마다 위원회를 임명하여 시의 선거구 조정에 관한 자문을 연구하고 시의회에 보고하게 한다. 해당 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경우, 그 외에도 
선거구의 경계가 공정하고 논리적으로 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의회는 조례로 여기에 설정된 여섯 개 일곱 개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고 재정립할 
수 있다. 선거구들의 경계는 해당 구역이 가능한 한 인접하고, 자연스럽게 밀집된 지역으로 구성되며 시의회에서 공정한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제401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구획으로 의원이 지명 또는 임명된 선거구에서 당선된 경우, 또는 임명된 경우, 다음 총선거까지 의원의 직무를 박탈할 수 없다. 이후 시에 합병되거나 통합된 모든 영토는 
시의회의 조례에 의해 인접 선거구 또는 선거구들에 추가되어야 한다.

제2절: 투표지 설명

정부법 제34458.5절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안된 헌장 개정안에는 다음의 투표지 설명을 포함한다:

헌장 개정안 

시장 직선제 – 제안된 헌장 개정안은 Newport Beach 시 헌장 제400, 401, 1004, 그리고 1005절을 개정하여 시의회의 구성을 일곱 명의 시의원에서 한 명의 시장과 여섯 명의 
시의원으로 변경한다. 시장은 Newport Beach 시 (“시”)의 주민들과 등록유권자들에 의해 지명되고 시 전체 유권자들에 의해 선출될 것이다. 시의회 선거구의 수는 여섯 개로 축소되며, 
시의원들은 여섯 개의 선거구에서 시 전체 유권자들에 의해 각각 선출될 것이다. 시장으로 선출된 사람은 사 년의 임기가 있고, 평생 두 번의 사 년 임기의 시장직 자격이 있다. 또한, 시장은 
그 사람이 시장으로 선출된 임기에 바로 이어지는 임기동안 시의원직을 재임할 수 없다. 본 법안은 또한 시장직의 공석을 채우는 절차를 제공하기 위해 헌장 제403절을 개정할 것이다. 

헌장 제404, 405 및 410절은 시장에게 다음을 제공하도록 개정될 것이다: 회의 진행을 위한 정족수 설정을 목적으로 시의원으로 간주되며; 모든 시의회 회의를 주재하고, 시의회의 
투표위원이 되며, 업무 순서를 결정할 재량권 및 모든 시의회 절차에 대한 발언권을 가지며; 시의회 회의 안건을 정한다; 하지만 모든 시의회 회의에서 세 명의 시의원이 미래의 안건에 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질 수 있다. 이 헌장의 개정은 시의회에 유권자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급여에 대한 또는 그 외 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올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3절: 분리성

본 헌장 개정 법안의 조항은 분리될 수 있으며 이 헌장 개정 법안의 조항, 또는 개인 및 상황에 대한 그것의 적용이 무효화된 경우, 이러한 무효성은 무효 조항 또는 적용 없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헌장 개정 법안의 다른 조항 또는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제4절: 대립되는 법안

이 헌장 개정 법안과 선출된 시장, 시의회 선거구 및 시장의 임기 제한과 관련된 다른 법안 또는 법안들이 동 지방선거 투표지에 나타나야 되는 경우, 다른 법안 또는 법안들은 본 헌장 개정 
법안과 대립이 된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본 헌장 개정 법안이 과반수의 가결 표를 받은 경우, 본 법안의 조항은 전체 인정되며 다른 법안 또는 법안들은 무효로 처리된다.

본 헌장 개정 법안이 유권자의 승인을 받았으나 같은 선거에서 유권자의 승인을 받은 다른 대립되는 법안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리고 이러한 다른 대립되는 법안이 이후에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본 법안이 자체 발효되며 완전한 효력을 발휘한다.

제5절: 이행 

본 헌장 개정 법안이 승인된 경우:

A. 본 헌장 조항의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시의회 의원은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이 부여될 때까지 해당 직을 유지한다.

B. 시의회는, 본 헌장 개정안이 발효되는 연도 이후 치러지는 다음 총선거 육 (6) 개월 전까지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따르고, 여섯 (6) 개 시의회 선거구 각각의 경계를 설정하기 
위한 조례를 채택해야 한다. 

C. 본 법안의 제정은 유권자의 찬성으로 시의원 재직자에게 적용되는 연임 제한을 재설정하거나 연장하기 위하여 해석하거나 적용할 수 없다.

제6절: 유효 일자

본 헌장 개정 법안은 법에 따라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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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분석 
Newport Beach 시 

법안 B

본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11조 3절, 시 헌장 (“헌장”) 제1001절, 그리고 캘리포니아 선거법 제1415 (a)(2)절 및 제9255(b)(1)절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 따라 Newport Beach 
시 (”시”) 시의회 (“의회”)에 의해서 투표에 부쳐졌다. 시에서 지지하는 본 법안은 시의회 의원 중 한 명을 시장으로 선출하는 대신, 시 전체의 유권자들이 시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헌장을 
개정하는 것이다. 시장으로 선출된 사람은 사 년의 임기를 가질 수 있으며, 평생 동안 사 년 임기의 시장직을 두 번만 맡을 수 있으며, 또한 시장에 당선된 임기 직후 바로 이어지는 
임기에는 시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현재는, 시 전체 유권자가 일곱 개 시의회 선거구 (“선거구”)에서 각각 시의원 한 명씩을 선출하고 있다. 본 법안은 선거구를 여섯 개로 축소하며, 그리고 선거구 제2 및 제5 선거구는 
넷으로 균등하게 나누어지는 각 짝수 해에 실시하는 지방 총선거에서 채워지고, 선거구 제1, 제3, 제4, 그리고 제6 선거구는 넷으로 균등하게 나누어지지 않는 각 짝수 해에 실시하는 
지방 총선거에서 채워지는 방식을 제안한다. 시 전체 유권자들은 여전히 각 여섯 개의 선거구에서 시의원들을 선출할 것이다. 여섯개의 새로운 선거구 경계는 2024년 지방 총선거 최소 
육 개월 전에 수립될 것이다.   

본 법안은 시장이 시의회 회의를 주재하고, 시의회의 투표 위원이 되며, 시의회 절차에 발언권을 갖도록 제안한다. 또한, 시장은 시의회 회의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족수 설정을 
목적으로 시의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시장은 주로 시의회 회의 안건을 정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모든 시의회 회의에서, 세 명의 시의원이 향후 안건에 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된다.  더하여, 본 법안은 시장직이 공석이 될 경우 시장직을 채울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한다.   

이 법안은 의원들에게 적용되는 기존 임기 제한을 재설정하거나 연장하지 않을 것이다.

시 정부 지원의 제안된 본 법안은 과반수의 유권자 승인을 필요로 한다. "찬성(yes)" 투표는 시장을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헌장을 개정에 찬성하는 것이다. “반대 (no)” 투표는 헌장에 

제안된 개정을 반대하는 것으로 헌장을 현재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상기 내용은 법안 B에 대한 공정 분석이다. 법안의 전문 확인 또는 법안의 사본을 원하는 경우 시 서기관 사무실에 (949) 644-3005로 전화하여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무료로 수령할 
수 있으며, 또한 www.newportbeachca.gov/2022election에 접속하여 사본을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명자/Aaron C. Harp (아론 C. 하프) 

시 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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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B에 대한 찬성론

여러분의 시장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선택해 주어야 할까요?

시장 후보자는 유권자 여러분에게 우리 도시를 위한 그들의 우선순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선택한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시장을 여러분이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찬성(yes) 투표하세요. 이렇게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는, 일 년에 한 번씩 시 전역 선거구의 시의원들이 한곳에 모여 그들 중 누가 시장이 
될 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Newport Beach에는 60,000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있지만, 
시장은 단 일곱 명에 의해 선출됩니다! 

이 "시장 선출" 발의안은 권력을 정치인이 아닌, 유권자들의 손에 맡깁니다. 

이 법안은 또한 우리 시에서 가장 엄격한 임기 제한을 시장직에 두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일생에서 총 두 번만 재임할 수 있습니다.

시장 후보자는 우리 모두에게 그들의 우선순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시 전체의 투표를 
대표해야 하며, 우리 모두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우리의 시장을 뽑아야 합니다. 찬성(yes) 투표하십시오. 

더 자세한 사항은 www.ElectOurMayor.com을 방문하십시오

서명자/ Will O’Neill (윌 오닐) 
Newport Beach 시의원 (2020년 시장)

서명자/ Noah Blom (노아 블롬) 
Newport Beach 시장 직무대행

법안 B의 찬성론에 대한 반박론

 지지자들은 법안 B의 통과가 시장을 직접 선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의회 안건에 대한 거의 
완전한 통제권을 포함해 Newport Beach 시장이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위험한 새로운 
권한들을 추가할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제안이 시 정부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더 적을 
것입니다: 여섯 개의 시의회 선거구 중 하나는 시장과 시의원 한 명으로 대표될 것이고, 해당 
선거구는 더 큰 의사결정 권한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의원들과 그들이 대표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최소화합니다.

우리 시 정부의 실효성은 당선된 한 개인의 힘이 아니라, 동등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시의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알릴 수 있는 주민들의 힘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같은 
규모의 거의 모든 도시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며 우리에게 잘 맞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나아가, 지지자들은 자신들의 제안이 더 강력하게 임기를 제한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법안 B 하에서는, 한 사람이 의회에서의 두 번의 임기와 시장으로서의 두 번의 
임기를 포함, 총 16년 동안 재직할 수 있으므로, 현재 임기 제한을 지울 수 있습니다. 

더하여, 제안된 새로운 권한을 가진 시장은 Newport Beach에 달갑지 않은 권력 정치를 
가져와서, 외부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시장 선거 운동에 $500,000 이상의 비용이 들게 할 
것입니다. 

거액의 캠페인 기부자들에게 Newport Beach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하지 마시고, 한 
사람이 도시의 운영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법안 B에 반대(No) 투표하십시오.

서명자/ Nancy Gardner (낸시 가드너) 
전 시장, Newport Beach

서명자/ Homer L. Bludau (호머 L. 블루다) 
전 Newport Beach 시 매니저

서명자/ Evelyn R. Hart (에블린 R. 하트) 
전 시장, Newport Beach

서명자/ Clarence J. Turner (클라렌스 J. 터너) 
전 시장, Newport Beach

서명자/ Seymour Beek (세이모 비크) 
전 항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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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B에 대한 반대론

Newport에 시의회와 시청을 다스리는 정치인이 있어야 할까요? 아니요.

우리 시의 놀라운 성공과 재정적인 안정성은 우리 현 의회 시스템의 강점을 보여줍니다. 우리 
시는 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안 B는 Newport Beach에 30일 이상 거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직을 따내는 사람이 최고의원이 되어 의회의 의제를 
지배하고, 시 부서를 감독하고, 시 매니저를 지휘하게 됩니다. 만약 선출된 시장이 유권자들의 
예상대로 다스리지 않는다고 해도, 그들은 사 년, 어쩌면 팔 년 동안 재임할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권력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67년 동안, Newport Beach는 권력을 동등하게 공유하는 일곱 명으로 선출된 의회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 제도는 의원 한 명이 시청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꾸준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는 등 우리 시에 잘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동료들에 의해 결국 시장으로 추천되고 선출될 수 있는 시의원들에게 투표함으로써 
이미 Newport의 시장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지역사회와 의회의 합의를 
형성합니다.

평등 의회는 우리 시의 각 선거구가 일 년 동안 시장에 의해 대표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시의원들은 각자의 역할을 확인하며 함께 도시가 잘 관리되도록 합니다.

선출된 시장 도시들은 야망 있는 정치인들을 위해 정당 조직을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정부나 국가 공직에 굶주린 사람에게는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 시장은 그들의 
정치적 미래가 아닌 우리 시의 요구사항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법안 B는 시의회 선거구의 수를 일곱에서 여섯으로 줄였습니다. 시장은 선거구를 대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유권자들의 힘을 희석시킵니다. 한 사람이 장악하면 의정 활동의 
매력도 떨어집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런 의회에서 일하시겠습니까?

법안 B에 반대(no) 투표하십시오 (NoKing4Newport.com).

서명자/ Brad Avery (브래드 에이버리) 
시의원, 전 시장

서명자/ Joy Brenner (조이 브레너) 
시의원

법안 B의 반대론에 대한 반박론

이 발의안은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시장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현재는 그러한 
선택을 못하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원하시나요? 답이 예 이시라면,  
찬성(yes) 투표하십시오.

이러한 변화는 정치인들에게서 권력을 빼앗고 그 권력을 유권자들의 손에 맡기기 때문에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직접 선출된 시장은 우리 시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더 장기적이고 
일관된 관계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 외 이 발의안에는 별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일곱 명의 시 전체를 대표하는 출마자들이 
당신을 대표할 것이며, 이 또한 본 발의안의 사실인 부분입니다.

직접 선출된 시장은 거부권 없이 일곱 표 중 한 표를 가지게 됩니다. 이번 변경사항에는 
직원 채용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New York이나 San Francisco처럼  
"강력한 시장" 체제가 아닙니다.

시의회의 임기 제한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접 선출된 이 시장은 두 번의 임기만 
수행할 수 있고, 그 후에는 일생동안 재직이 금지되기에 시에서 가장 엄격한 임기 제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자들은 유권자들이 직접 시장을 선택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시장 무 선거제 (No 
Elected Mayor)" 라고 불리는 정치활동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시장 무 선거제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유권자들이 시장을 선택해야 할까요?  

직접 시장을 선택하고 싶으시다면, 찬성(yes) 투표하세요. 이렇게 간단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www.ElectOurMayor.com을 방문하십시오.

서명자/ Will O’Neill (윌 오닐) 
Newport Beach 시의원 (2020년 시장)

서명자/ Noah Blom (노아 블롬) 
Newport Beach 시장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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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Westminster 시, 선출 시장직 폐지 및 시의원과 시의원 선거구를 
넷에서 다섯으로 증설.

선출 시장직을 없애고 시의원과 시의원 선거구의 수를 넷에서 다섯으로 늘리는 조례를 채택하여야 합니까? 

찬반 투표의 의미 

찬성(YES) 반대(NO)

“찬성(yes)” 투표는 선출된 시장직을 없애고, 그 대신 시의회가 다섯 
개 지리적 선거구에서 선출된 다섯 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되도록 하기 
위한 투표입니다.  

“반대(no)” 투표는 전체 선출 시장과 지리적 선거구에서 선출된 네 
명의 시의원으로, 현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투표입니다.

찬성과 반대

찬성 반대

Terry Rains (테리 레인스)
Westminster 거주자/지역사회 리더

Claudia Steinmetz (클라우디아 스타인멧츠)
교통위원/지역사회 리더

Teri Vu-Nguyen (테리 부-우엔)
사업주/기획위원

Jessica Lostaunau (제시카 로스타우나우)
교사

Nguyet Pham (우엣 팜)
공인 간호사/기획위원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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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C 전문 
Westminster 시

조례 번호. XXXX

선출된 시장의 공직을 폐지하는 WESTMINSTER 시 지방자치법 제2.04장  
(“시의회”)를 개정하는, WESTMINSTER 시 시민에 대한 조례

이에 따라, Westminster 시 내 선거인들은 현재 “전체”를 대상으로 한 투표 과정을 통해 시장을 직접 선출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Westminster 시 내 선거인들은 현재 도시 내의 개별 선거구 네 곳에서 네 명의 시의원을 선출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제34902(b)절은 시의회에서 시장 선출직을 폐지하고 “시의회가 시장 선출 절차를 재확립”할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유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시의회는 선출된 시장 공직을 폐지하고 개별 선거구 5곳에서 5명의 시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조례의 채택 여부에 대한 질문을 유권자에게 제출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본 조례는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CEQA”)에 대한 지침 14 CCR 15378에 정의된 바와 같이 “프로젝트”가 아니며 그 이유는 “환경에 직간접적인 물리적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조직적 또는 행정적 활동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조례가 CEQA에 따른 “프로젝트”였다 하더라도, 본 조례의 채택이 건설 또는 환경의 기타 다른 변화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본 조례의 채택은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CEQA”)에서 면제되며, 이는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14편, 제3장) CEQA 가이드라인의 15061(b)(3)절에 의거한다.

그러므로 이제, WESTMINSTER 시의 시민들은 다음 조항을 따른다:

제1절.  급여.

Westminster 시 지방자치법 제2.04.080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4.080 급여. 

캘리포니아 정부조직법 제36516절과 Westminster 시 지방자치법의 본 절에 의거, Westminster 시의 시의회는 각 시의원에 대해 매월 팔백오십 달러 오십 센트로 시의원  
보수를 설정하며, 모든 의원의 새 임기 시작일부터 유효한다. 

제2절.  조직.
Westminster 시 지방자치법 제2.04.090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4.090 조직.

(a) 시장. 시의회가 시의회의 의원이 선출되는 총선거 이후 선거 결과 인증을 승인하는 회의에서, 그리고 비선거 연도 중 12월 첫 번째 회의 시, 또는 시장직에 공석이 있을 시, 
시의회는 회의를 거쳐 의원 중 한 명을 의장으로 선출하며, 선출된 사람이 시장의 직함을 가지게 된다. 시장은 모든 시의회 의사진행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시장은 의전을 
비롯해 모든 목적을 위해 시의 공식 수장이 되어야 한다. 시장은 이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시의회가 부과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직무에 맞는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시장은 시의회의 뜻에 따라 이러한 직무를 수행한다.
(b) 부시장. 시장이 선출된 동일한 회의에서, 시의회는 의원 중 한 명을 시의회의 뜻에 따라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부시장으로 지명한다. 부시장은 시장의 유고 또는 부재 시 
시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절.  공직 임기.
Westminster 시 지방자치법 제2.04.100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4.100 시의원 공직 임기.

모든 선출직 시 공무원에 대한 총 지방선거는 매 짝수 연도의 11월 첫 번째 월요일 이후 첫 번째 화요일에 주 전체 총선거와 통합되어야 한다. 시의 별도 선거구 다섯 곳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다섯 명이며, 이들은 각각 사 년 임기를 맡게 된다.

제4절. 선거구별 선거. 
Westminster 시 지방자치법 제2.04.120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4.120 선거구별 선거.

A. 시의회. 선출된 시의원 다섯 명은 조례에 따라 결정되는 순서로 본 장에서 명시한, 시일 및 방식에 따라 선거구별로 선출되어야 한다.
B. 선거구 내 거주. 시의회의 각 의원은 의원이 지명되고, 선출될 당시와 해당 의원의 공직 임기 기간 동안 지명된 시의회 선거구의 거주자이어야 한다. 시의원이 (또는, 임명된 
경우에는 전임자가) 더 이상 본인이 지명되었던 선거구의 거주민이 아니게 된 경우에는, 그 공직은 즉시 공석이 되며 이 자리는 다른 공석에 대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충원된다. 
시의원이 (또는,  임명된 경우에는 전임자가) 여기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단지 여기에 규정된 경계의 변경으로 인해 더 이상 본인이 지명되었던 선거구의 거주민이 아니게 된 경우, 
해당 위원은 그러한 변경을 이유로 해당 임기 동안 공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C. 의회 선거구. 시는 여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다섯 개의 선거구로 나뉜다. 각 선거구의 의회 의석 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에 의해서만 지명 및 선출되며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자여야 한다.
D. 선거구 경계. 시의회 선거구의 경계는 정부조직법 제34877.5절 및 캘리포니아 주 선거법 제10010절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E. 경계의 변경. 상기 시의회 선거구의 경계는 시의회 재적위원의 오분의 삼의 찬성으로 채택한 조례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선거구가 수립되어야 한다. 선거법 
21601 참조. 경계는 십 년마다 실시하는 연방 인구조사에 따라 법률이 요구하는, 또는 법률에  의해 승인된 대로 시의회에 의해 조정된다. 시의회가 선거구의 경계를 변경하는 
권한을 행사한 후에는, 이러한 변경 사항은 시의회가 채택한 조례에 의해 지정된 선거구 경계에 즉시 반영되어야 한다.
F. 현 공직자들. 이 조항이 발효되는 시점에서 현직 시장 및 시의회 의원 네 명은 기존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공직을 계속 유지한다. 
G. 의회 선거 순서. 제1, 제4, 제5 선거구 의회 의원은 2022년부터 공석이 되는 의회 의석으로 시작하여, 그 후 사 년마다 선출된다. 제2 및 제3 선거구 의회 의원은 2024
년부터 공석이 되는 의회 의석으로 시작하여, 그 후 사 년마다 선출된다.

제5절.  임기 제한.  
Westminster 시 지방자치법 제2.04.125절 (“임기 제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4.125 임기 제한.

A. 본 법안의 채택에 따라 2020년 11월 3일 선거에서 선출된 자를 시작으로, 그 누구도 시의회 의원으로서 사 년 임기를 삼회 이상 맡을 수 없다.

B. 전술한 항 및 임기 제한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임명되거나 시의원의 만료되지 않거나 원래 임기의 이분의 일 이상이 남은 공석을 채우기 위하여 선출된 자는 그 
임기를 다 채운 것으로 간주한다.



투표 법안-C 11
섹션

제6절.  향후 개정안.  

본 조례의 그 어떤 내용도 시장이 직접 선출되지 않고, 다섯 개 선거구에서 다섯 명의 시의원을 선출한다는 사실이 변경되지 않는 한, 시의회가 이후에 본 조례로 개정된 절들을 직접 
수정하는 조례를 채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본 조례의 그 어떤 내용도, 시의회가 본 조례의 목적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후속 조례의 채택을 포함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는 없다. 

제7절.  해석. 본 조례의 그 어떤 내용도 현 시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직접 선출된 시장의 직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다.

제8절.  분리성.
본 규칙의 절, 부절, 조항, 문구 또는 내용 등 그 어떤 부분도 동등한 관할 법원의 결정에 의해 무효 판결을 받았거나 또는 위헌으로 판명될 경우, 그러한 결정은 본 조례의 다른 모든 
조항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9절.  유효 날짜.
본 조례는 2022년 6월 7일에 실시되는 특별 지방선거에서 투표하는 유권자 과반수의 승인으로 즉시 발효된다. 

공정 분석  
Westminster 시 

법안 C

Westminster 시의회는 현재 네 명의 시의원과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임기는 각각 사 년이다. 각 시의원은 지리적 선거구를 대표하며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들에 의해 선출된다. 
시장은 (시의 모든 유권자들에 의해) 전체 선거로 선출된다. 시장은 시의회의 의장을 맡고 있고, 시의회의 의결권이 있는 위원이며, (시의회가 채택한 조례 및 결의안 서명 등과 같은) 특정 
의례 및 각료 직무를 수행한다. 시장은 거부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법안 C는 시의회에 의해 투표에 부쳐진 조례이다. 본 조례가 Westminster의 유권자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되면, 시의원의 수는 다섯 명으로 확대되고 전체 선출 시장직은 폐지된다. 다섯 
명의 시의원들은 시장직을 수행할 한 명의 의원을 선택하게 된다. 시장은, 시의원으로서의 직무 외에, 시의회 의장을 맡고, 시의 공식 수장으로서 특정 의례 및 각료 직무를 수행하며, 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또는 시의회에서 할당한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 시장은 거부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시의회의 투표로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될 수도 있다.

모든 의석이 동시에 선거에 출마하지 않도록, 시의원의 임기는 시차를 둔다. 현 시의원 중 (제2선거구와 제3선거구를 대표하는) 두 명은 2020년에 선출되었으므로, 본 법안의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그들의 의석은 2024년까지는 투표용지에 오르지 않는다. 

본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2022년 11월 투표용지에는 두 명의 (제1선거구와 제4선거구) 시의원 의석과 전체 선출 시장직이 포함될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될 시 2022년 11
월 투표용지에는 세 명의 (제1선거구, 제4선거구 및 새로운 제5선거구) 시의원 의석이 포함될 것이다. 본 법안은 현재 선출된 시장의 임기를 단축시키지 않으며, 그 임기는 2022년 11월 
선거가 인증될 때 종료될 것이다.

본 분석이 준비된 2022년 2월을 기준으로, 시의회는 네 개 선거구 의회 및 다섯 개 선거구 의회 모두를 위한 선거구 지도를 채택하는 과정 중이었다. 이러한 지도들은 늦어도 2022년 4월 
17일까지 완전히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법안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2022년 11월 선거에서 네 개 선거구 지도가 사용될 것이다. 본 법안이 채택될 시, 다섯 개 선거구 지도가 대신 
사용될 것이다. 

“찬성(yes)” 투표는 선출된 시장직을 없애고, 그 대신 시의회가 다섯 개 지리적 선거구에서 선출된 다섯 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되도록 하기 위한 투표이다. “반대(no)” 투표는 전체 선출 
시장과 지리적 선거구에서 선출된 네 명의 시의원으로, 현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투표이다. 

상기 진술은 법안 C에 대한 공정 분석이다. 법안의 사본을 원하는 경우, 시 서기관 사무실에 714-548-3237로 전화하여 무료 사본을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또는 직접 수령할 수 있다. 
법안의 전문은 시 웹사이트 https://westminster-ca.gov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명자/ Christian Bettenhausen (크리스찬 배튼하우센) 
시 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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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C에 대한 찬성론

법안 C에 “찬성(YES)” 투표하여 권력 남용을 줄이고 
 공정하고 공평한 대표성을 제공하며

모든 WESTMINSTER 거주자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법안 C는:

 ● 시장 직위를 너무 오랫동안 유지하는 정치인들의 잠재적인 부패와 권력 남용을 멈출 
것입니다.

 ● 다섯 개의 시의원 선거구를 만들어 이익공동체, 지역, 그리고 소수계가 원하는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확장시킬 것입니다.

 ● 각 선거구의 유권자들에게 그들이 선출한 시의원이 Westminster 시 대표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만족감을 제공할 것입니다.

 ● Westminster를 매년 시장을 임명하는 오렌지 카운티의 다른 26개 도시와 나란히 
하게 할 것입니다.

 ● 시장직을 탈정치화하고 시장으로 봉직하기 위해 엄청난 비용이 드는 시 전역의 정치 
캠페인을 감내해야 할 필요성을 없애고, 모든 사회-경제적 계층의 주민들에게 시장으로 
봉직할 수 있는 공평한 접근과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Westminster 시 시의회 리더십에게 신선한 아이디어와 혁신을 소개할 것입니다.

 ● 시장이 시장직을 수행하기 전에 Westminster 시의원으로서 지방 정부 경험을 가질 
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 외부/지역 이사회 및 위원회에서 지역사회 및 시 대의권을 확대할 것입니다.

 ● 시장이 시를 운영하거나 다른 시의원들보다 더 많은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사실:사실:

 ● Westminster 시에는 22년 동안 단 두 명의 시장만이 있었습니다!

 ● Westminster 시는 1986년까지 직접 선출된 시장이 없었습니다. 본 법안은 1986년 
이전과 같이 매년 시장을 선출하는 원래 절차를 재수립할 뿐입니다.

 ● 오렌지 카운티의 단 일곱 개 도시에만 직접 선출된 시장이 있으며, 한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Westminster 시 보다 훨씬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 C에 “찬성(YES)” 투표하여 부정부패를 줄이고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며

모든 WESTMINSTER 시 거주자들에게 대표성을 주십시오!

서명자/ Terry Rains (테리 레인스) 
Westminster 거주자/지역사회 리더

서명자/ Claudia Steinmetz (클라우디아 스타인멧츠) 
교통위원/지역사회 리더

서명자/ Teri Vu-Nguyen (테리 부-우엔) 
사업주/기획위원

서명자/ Jessica Lostaunau (제시카 로스타우나우) 
교사

서명자/ Nguyet Pham (우엣 팜) 
공인 간호사/기획위원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민주주의에 동참하세요.
또한 연방 선거권법에 의거, 오렌지 카운티는 특정 투표 센터에서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그리고 
베트남어 지원을 마련합니다. 저희는 영어와 더불어 이와 같은 언어를 구사하는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신가요?

온라인: ocvote.gov/jobs

이메일: recruitment@ocvote.gov

전화: 714-567-7321

 

투표 센터에서 근무하세요!

 

*다양한 직무와 근무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위 링크를 참조하셔서 공고를 확인하시고 지금 지원하세요!

ocvote.com/jobs

지금 채용중입니다!

팀에 합류하세요!

저희는 오렌지 카운티

고용할 것입니다.

200여 투표 센터

수 백명의 직원

전역

에서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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