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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투표 용지 번역 안내서  

 

이 안내서는 본 선거에 대한 모든 후보자의 성명, 후보자의 선호 정당 및 

직위, 발의안 및 개정안을 번역한 내용입니다. 

 

공식 투표 용지에는 귀하의 투표 선거구를 기준으로 귀하에게 투표권이 

있는 후보자 성명, 후보자의 선호 정당 및 직위, 발의안 및 개정안 정보만 

표시됩니다. 

 

귀하의 공식 투표 용지를 검토할 때, 투표 용지 한국어 번역본에서 해당 

후보자 성명, 후보자의 선호 정당 및 직위, 발의안 및 개정안 정보를 참조

하십시오. 

 

귀하의 공식 투표 용지에, 투표하고자 하는 항목에 해당하는 타원을 검게 

칠하면 투표가 된 것입니다.  

Ballot Translation Guide - Korean 



INSTRUCTIONS TO VOTER: To vote, FILL IN the oval (   ) to the left of any candidate or to 
the left of the word “YES” or the word “NO”. Do not vote for more than the authorized number of 
candidate(s). Use black or blue ink to mark your ballot. To vote for a qualified write-in candidate, 
write the name of the candidate in the space provided AND fill in the oval (   ) next to your 
choice using black or blue ink. If you make a mistake, ask a precinct officer or call the Registrar of 
Voters’ Office at (916) 875-6155 for a replacement ballot.

유권자 지침: 유권자 지침: 기표하려면 후보자 옆 또는 단어 “예” 또는 “아니오” 옆의 타원 
(   )을 메꾸십시오. 허용된 후보자 수 이상에 기표에 하지 마십시오. 투표지에 
기표하기 위해 검은색 또는 파란색 잉크를 사용하십시오. 유자격 후보자에게 
투표하려면 제공된 공란에 후보자명을 기입하고 검은색 또는 파란색 잉크를 
사용하여 귀하의 선택 옆에 있는 타원 (   )을 메꾸십시오. 실수를 하셨다면 
선거구 사무실에 문의하거나 유권자 사무국에 (916) 875-6155로 전화하여 대체 
투표지를 요청하십시오.

Ballot Translation Guide / 투표지 번역 지침투표지 번역 지침
Presidential General Election / 대통령 총선거대통령 총선거
County of Sacramento / Sacramento  카운티카운티

Tuesday, November 3, 2020 / 2020년년  11월월  3일일  화요일화요일  



PARTY-NOMINATED OFFICES:
The party label accompanying the name of a candidate for 
party-nominated office on the general election ballot means that 
the candidate is the official nominee of the party shown.

정당-지명 사무실:정당-지명 사무실:

총선거 투표지에 있는 정당-지명 사무실의 
후보자명에 나타난 정당 표시는 후보자가 나타난 
정당의 공식 지명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PARTY-NOMINATED OFFICES
정당-지명 공직정당-지명 공직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대통령 및 부통령대통령 및 부통령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대통령 및 부통령대통령 및 부통령

Vote for One
한 명만 투표하십시오

○ JOSEPH R. BIDEN
 For President
 대통령

 KAMALA D. HARRIS
 For Vice President
 부통령 

 Democratic
 민주당

○ DONALD J. TRUMP
 For President
 대통령

 MICHAEL R. PENCE
 For Vice President
 부대통령 

 Republican
 공화당

○ GLORIA LA RIVA
 For President
 대통령

 SUNIL FREEMAN
 For Vice President
 부통령

Peace and 
Freedom

평화자유당

○ ROQUE “ROCKY” DE LA 
 FUENTE GUERRA
 For President
 부통령

 KANYE OMARI WEST
 For Vice President
 부통령

 American 
Independent

 미국 독립당

○ HOWIE HAWKINS
 For President
 대통령

 ANGELA NICOLE WALKER
 For Vice President
 부통령

 Green
 녹색당

○ JO JORGENSEN
 For President
 대통령

 JEREMY “SPIKE” COHEN
 For Vice President
 부통령

 Libertarian
 자유당

○



VOTER-NOMINATED OFFICES
유권자-지명 공직유권자-지명 공직

UNITED STATES REPRESENTATIVE
미 연방하원의원미 연방하원의원

CONGRESSIONAL DISTRICT 3
연방하원의원 선거구 연방하원의원 선거구 3

Vote for One
한 명만 투표하십시오

○ JOHN GARAMENDI
 Party Preference: Democratic
 Congressman/Rancher 

선호 정당: 민주당
연방하원의원/목장주 

○ TAMIKA HAMILTON
 Party Preference: Republican
 Air Force Sergeant 

선호정당: 공화당
공군 하사관

CONGRESSIONAL DISTRICT 6
연방하원의원 선거구 연방하원의원 선거구 6

Vote for One
한 명만 투표하십시오

○ CHRIS BISH
 Party Preference: Republican
 Realtor/Financial Investigator

선호 정당: 공화당
부동산 중개인/금융 조사관

○ DORIS MATSUI
 Party Preference: Democratic
 U.S. Representative 

선호 정당: 민주당
미 연방하원의원

CONGRESSIONAL DISTRICT 7
연방하원의원 선거구 연방하원의원 선거구 7

Vote for One
한 명만 투표하십시오

○ AMI BERA
 Party Preference: Democratic
 Doctor/Teacher/Congressman 

선호 정당: 민주당
의사/교사/의회의원

○ BUZZ PATTERSON
 Party Preference: Republican
 Pilot/Author/Father  

선호 정당: 공화당
조종사/작가/아버지 

CONGRESSIONAL DISTRICT 9
연방하원의원 선거구 연방하원의원 선거구 9

Vote for One
한 명만 투표하십시오

○ ANTONIO C. ‘TONY’ AMADOR
 Party Preference: Republican
 Retired U.S. Marshal 

선호 정당: 공화당
퇴직 미 연방보안관 

○ JERRY MCNERNEY
 Party Preference: Democratic
 United States Congressman  

선호 정당: 민주당
미 연방하원의원 

VOTER-NOMINATED AND NONPARTISAN OFFICES:
All voters, regardless of the party preference they disclosed upon registration, or refusal to disclose a party preference, may vote for 
any candidate for a voter-nominated or nonpartisan office. The party preference, if any, designated by a candidate for a voter-nominated 
office is selected by the candidate and is shown for the information of the voters only. It does not imply that the candidate is nominated 
or endorsed by the party or that the party approves of the candidate. The party preference, if any, of a candidate for a nonpartisan office 
does not appear on the ballot.

유권자-지명 및 무소속 공직:유권자-지명 및 무소속 공직:

등록시 밝힌 선호 정당 또는 선호 정당의 공개를 거부한 것에 상관없이 모든 유권자들은 모든 유권자-지명의 

또는 무소속 공직의 후보자를 뽑을 수 있습니다. 유권자-지명의 공직에 있는 후보자에 의해 지정된 선호 정당은 

있다면, 후보자가 선택한 것으로 유권자들의 참조를 위해서만 제공됩니다. 그것이 후보자가 지명이 되었거나 그 

정당의 지지를 받거나 정당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소속 공직의 후보자가 선호 정당이 

있다면, 투표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STATE SENATOR
주 상원의원주 상원의원

SENATE DISTRICT 1 
상원 선거구 상원 선거구 1  

Vote for One
한 명만 투표하십시오

○ BRIAN DAHLE
 Party Preference: Republican
 Senator/Farmer/Businessman 

선호 정당: 공화당
상원의원/농부/사업가 

○ PAMELA DAWN SWARTZ
 Party Preference: Democratic
 Small Business Owner 

선호 정당: 민주당
소규모 사업주

STATE SENATOR
주 상원의원주 상원의원

SENATE DISTRICT 3 
상원 선거구 상원 선거구 3  

Vote for One
한 명만 투표하십시오

○ BILL DODD
 Party Preference: Democratic
 State Senator  

선호 정당: 민주당
주 상원의원 

○ CARLOS SANTAMARIA
 Party Preference: Republican
 Business Owner/Consultant 

선호 정당: 공화당
사업주/컨설턴트 

STATE SENATOR
주 상원의원주 상원의원

SENATE DISTRICT 5 
상원 선거구 상원 선거구 5  

Vote for One
한 명만 투표하십시오

○ SUSAN TALAMANTES EGGMAN
 Party Preference: Democratic
 Assemblymember/Parent  

선호 정당: 민주당
하원의원/부모 

○ JIM RIDENOUR
 Party Preference: Republican
 Law Enforcement Contractor 

선호 정당: 공화당
법 집행 계약업자



VOTER-NOMINATED OFFICES
유권자-지명 공직유권자-지명 공직

MEMBER OF THE STATE ASSEMBLY
하원의원하원의원

ASSEMBLY DISTRICT 6 
주하원 선거구 주하원 선거구 6

Vote for One
한 명만 투표하십시오

○ KEVIN KILEY
 Party Preference: Republican 
 Member of the Assembly, 6th District 

선호 정당: 공화당 
하원의원, 제 6 선거구 

○ JACKIE SMITH
 Party Preference: Democratic 
 Senior Advocate/Businesswoman 

선호 정당: 민주당 
노인 옹호자/여성 사업가 

ASSEMBLY DISTRICT 9 
주하원 선거구 주하원 선거구 9

Vote for One
한 명만 투표하십시오

○ ERIC M. RIGARD
 Party Preference: Republican 
 Retired Businessman 

선호 정당: 공화당 
퇴직 사업가

○ JIM COOPER
 Party Preference: Democratic 
 Assemblymember 

선호 정당: 민주당 
하원의원 

ASSEMBLY DISTRICT 7 
주하원 선거구 주하원 선거구 7

Vote for One
한 명만 투표하십시오

○ JAMES O JUST
 Party Preference: Libertarian 
 No Ballot Designation 

선호 정당: 자유당 
투표지 지정 없음

○ KEVIN MCCARTY
 Party Preference: Democratic 
 Assemblymember 

선호 정당: 민주당 
하원의원 

ASSEMBLY DISTRICT 11 
주하원 선거구 주하원 선거구 11

Vote for One
한 명만 투표하십시오

○ JIM FRAZIER
 Party Preference: Democratic 
 Member of the State Assembly, District 11 

선호 정당: 민주당 
하원의원, 제 11 선거구 

○ DEBRA SCHWAB
 Party Preference: Republican 
 No Ballot Designation 

선호 정당: 공화당 
투표지 지정 없음 

ASSEMBLY DISTRICT 8 
주하원 선거구 주하원 선거구 8

Vote for One
한 명만 투표하십시오

○ KEN COOLEY
 Party Preference: Democratic 
 California State Assemblyman 

선호 정당: 민주당 
California주 하원의원

○ CATHY COOK
 Party Preference: Republican 
 Airline Pilot 

선호 정당: 공화당 
항공기 조종사 



NON-PARTISAN OFFICES
무소속 공직무소속 공직

SCHOOL
학교학교

PLACER COUNTY 
BOARD OF EDUCATION

PLACERPLACER 카운티  카운티 
교육위원회교육위원회

BOARD MEMBER, TRUSTEE AREA 1
위원, 제 위원, 제 1 이사회 지역 이사회 지역

Vote for One
한 명만 투표하십시오

○ RENE AGUILERA
 Ride Share Driver 

승차 공유 운전사 

○ SUSAN GOTO
 Placer County Office Of Education Trustee

Placer 카운티 교육 사무실 이사

○

LOS RIOS COMMUNITY 
COLLEGE DISTRICT 
LOSLOS  RIOSRIOS 커뮤니티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칼리지 지구 

GOVERNING BOARD MEMBER,  
TRUSTEE AREA 3

집행위원회 위원,  집행위원회 위원,  
제 제 3 지역 지역

Vote for One
한 명만 투표하십시오

○ SUSAN DIDRIKSEN
 Adjunct Professor/Fiduciary 

조교수/수탁자 

○ CHRIS YATOOMA
 College Fiscal Administrator

칼리지 회계 행정관

○ JOHN R. KNIGHT
 Incumbent 

재직 중

○

GOVERNING BOARD MEMBER,  
TRUSTEE AREA 5

집행위원회 위원,  집행위원회 위원,  
제 제 5 지역 지역

Vote for One
한 명만 투표하십시오

○ PAMELA HAYNES
 Incumbent 

재직 중 

○ RALPH MERLETTI
 Substitute Teachers Assistant 

보조 교사의 보조자

○

GOVERNING BOARD MEMBER,  
TRUSTEE AREA 7

집행위원회 위원,  집행위원회 위원,  
제 제 7 지역 지역

Vote for One
한 명만 투표하십시오

○ SCOTT SCHMIDT
 Taxpayer Advocate/Student 

납세자 옹호자/학생 

○ TAMI NELSON
 Teacher/Parent/Trustee 

교사/부모/이사 

○

GOVERNING BOARD MEMBER,  
TRUSTEE AREA 4

집행위원회 위원,  집행위원회 위원,  
제 제 4 지역 지역

Vote for One
한 명만 투표하십시오

○ DAVID SANDINO
 Water Attorney/Professor 

수도 변호사/교수

○ KATIE VILLEGAS
 Family Services Director 

가족 서비스 이사 

○ KELLY WILKERSON
 High School Teacher 

고등학교 교사 

○



SCHOOL
학교학교

SAN JOAQUIN DELTA COMMUNITY 
COLLEGE DISTRICT

SANSAN  JOAQUINJOAQUIN  DELTADELTA 커뮤니티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칼리지 지구 

GOVERNING BOARD MEMBER,  
TRUSTEE AREA 5

집행위원회 위원,  집행위원회 위원,  
제 제 5 지역 지역

Vote for One
한 명만 투표하십시오

○ KATHLEEN A. GARCIA
 Stockton Unified School District Board Trustee 
 Stockton 통합 교육구 이사회 이사 

○ BRUCE GIUDICI
 Fiscal Officer 

회계 사무관 

○ STEPHAN CASTELLANOS
 Incumbent 

재직 중

○

ELK GROVE UNIFIED 
SCHOOL DISTRICT 
ELKELK  GROVEGROVE 통합  통합 

교육구 교육구 

GOVERNING BOARD MEMBER,  
TRUSTEE AREA 1

집행위원회 위원,  집행위원회 위원,  
제 제 1 지역 지역

Vote for One
한 명만 투표하십시오

○ REGINA Q. BANKS
 Public Policy Director 

공공 정책 이사 

○ TONYTONY  PEREZPEREZ
 Governing Board Member,  
 Elk Grove Unified School District

집행위원회 위원,  
Elk Grove 통합교육구

○

GOVERNING BOARD MEMBER,  
TRUSTEE AREA 3

집행위원회 위원,  집행위원회 위원,  
제 제 3 지역 지역

Vote for One
한 명만 투표하십시오

○ SEAN J. YANG
 Healthcare Worker/Parent 

보건 근로자/부모 

○ VICTOR S. WILSON
 Accounting Officer 

회계 사무관

○ BOBBY ROY
 Education Programs Consultant 

교육 프로그램 컨설턴트 

○

CENTER JOINT UNIFIED 
SCHOOL DISTRICT

CENTERCENTER  JOINTJOINT 통합 교육구  통합 교육구 
  

GOVERNING BOARD MEMBER
집행위원회 위원집행위원회 위원

Vote for no more than Two 
두 명 이하로 투표하십시오. 

○ JULIA BELLEHUMEUR
 Business Owner 

사업주 

○ NANCY SHERRETS ANDERSON
 Incumbent 

재직 중 

○ TABIA LEE
 Educational Consultant/Parent 

교육 컨설턴트/부모 

○ RICHARD M. GARCIA
 Business Owner 

사업주 

○ DELRAE POPE
 Incumbent 

재직 중

○

○



FOLSOM CORDOVA UNIFIED 
SCHOOL DISTRICT

FOLSOMFOLSOM  CORDOVACORDOVA 통합교육구  통합교육구 

GOVERNING BOARD MEMBER,  
TRUSTEE AREA 2

집행위원회 위원,  집행위원회 위원,  
제 제 2 지역 지역

Vote for One
한 명만 투표하십시오

○ TIM HOOEY
 Special Education Therapist 

특별 교육 치료사 

○ HARI SHETTY
 Teacher 

교사 

○ JOANNE REINKING
 Incumbent 

재직 중

○

SACRAMENTO CITY UNIFIED 
SCHOOL DISTRICT

SACRAMENTOSACRAMENTO 시 통합교육구  시 통합교육구 

GOVERNING BOARD MEMBER,  
TRUSTEE AREA 3

집행위원회 위원,  집행위원회 위원,  
제 제 3 지역 지역

Vote for One
한 명만 투표하십시오

○ CHRISTINA D. PRITCHETT
 Governing Board Member,  
 Sacramento City Unified School District 

집행위원회 위원,  
Sacramento시 통합교육구

○ JOSE M. NAVARRO
 Information Technology Specialist 

정보 기술 전문가 

○

GOVERNING BOARD MEMBER,  
TRUSTEE AREA 5

집행위원회 위원,  집행위원회 위원,  
제 제 5 지역 지역

Vote for One
한 명만 투표하십시오

○ VANESSA AREIZA KING
 Therapist 

치료사 

○ CHINUA RHODES
 Parks Commissioner/Parent 

공원 위원회 위원/부모 

○

GOVERNING BOARD MEMBER,  
TRUSTEE AREA 7

집행위원회 위원,  집행위원회 위원,  
제 제 7 지역 지역

Vote for One
한 명만 투표하십시오

○ LAVINIA GRACE PHILLIPS
 Social Worker/Mother 

 사회복지사/어머니 

○ JESSIE RYAN
 Governing Board Member,  
 Sacramento City Unified School District 

집행위원회 위원,  
Sacramento시 통합교육구 

○

GOVERNING BOARD MEMBER,  
TRUSTEE AREA 4

집행위원회 위원,  집행위원회 위원,  
제 제 4 지역 지역

Vote for One
한 명만 투표하십시오

○ NAILAH POPE-HARDEN
 Parent

부모

○ JAMEE VILLA
 Parent/Communications Specialist 

부모/커뮤니케이션 전문가 

○

GOVERNING BOARD MEMBER,  
TRUSTEE AREA 4

집행위원회 위원,  집행위원회 위원,  
제 제 4 지역 지역

Vote for One
한 명만 투표하십시오

○ LARRY LEROY LADD
 Medical Geographer 

의료 지리학자 

○ CHRISTOPHER CLARK
 Incumbent 

재직 중

○



SCHOOL
학교학교

SAN JUAN UNIFIED 
SCHOOL DISTRICT
SANSAN  JUANJUAN 통합  통합 

교육구 교육구 

GOVERNING BOARD MEMBER
집행위원회 위원집행위원회 위원

Vote for no more than Three 
세 명 이하로 투표하십시오. 

○ ANDREW BLAN
 State Attorney 

검사 

○ GARRETT BREWER
 Coach/Substitute Teacher 

코치/보조 교사 

○ MELINDA AVEY
 Parent/Business Owner 

부모/사업주 

○ SAUL HERNANDEZ
 San Juan Unified School Board Trustee 

San Juan 통합교육구 이사회 이사 

○ RIAH SKRINNIK
 Clinical Counselor 

임상 카운셀러 

○ PAM COSTA
 Governing Board Member,  
 San Juan Unified School District 

집행위원회 위원,  
San Juan 통합교육구

○ PAULA VILLESCAZ
 Governing Board Member,  
 San Juan Unified School District 

집행위원회 위원,  
San Juan 통합교육구

○

○

○

NATOMAS UNIFIED SCHOOL DISTRICT
NATOMASNATOMAS 통합교육구  통합교육구 

GOVERNING BOARD MEMBER
집행위원회 위원집행위원회 위원

Vote for no more than Three 
세 명 이하로 투표하십시오. 

○ CHRISTOPHER ALVAREZ
 Attorney 

변호사 

○ MICAH GRANT
 Governing Board Member,  
 Natomas Unified School District 

집행위원회 위원,  
Natomas 통합교육구 

○ ERICKA HARDEN
 Speech Pathology Assistant 

언어 병리학 보조자 

○ SUSAN HEREDIA
 Governing Board Member,  
 Natomas Unified School District 

집행위원회 위원,  
Natomas 통합교육구

○ MONICA BARRIOS
 Technology Manager/Parent 

기술 관리자/부모 

○ MARIANA CORONA SABENIANO
 Public Policy Advisor 

공공 정책 조언가 

○ SUMITI MEHTA
 Sacramento Parks Commissioner 

Sacramento 공원 위원회 위원 

○ SCOTT DOSICK
 Governing Board Member,  
 Natomas Unified School District 

집행위원회 위원,  
Natomas 통합교육구

○ LISA M. WELLS
 Parent 

부모 

○ RAYNETTE JOHNSON
 Business Owner 

사업주 

○
○
○

GALT JOINT UNION 
HIGH SCHOOL DISTRICT

GALTGALT 합동 유니언   합동 유니언  
고등학교 교육구 고등학교 교육구 

GOVERNING BOARD MEMBER
집행위원회 위원집행위원회 위원

Vote for no more than Two 
두 명 이하로 투표하십시오. 

○ TERRY PARKER
 Incumbent 

재직 중 

○ PATRICK W. MAPLE
 Business Owner 

사업주 

○ DANIEL K. DENIER
 Incumbent 

재직 중 

○

○



ROSEVILLE JOINT UNION  
HIGH SCHOOL DISTRICT

ROSEVILLEROSEVILLE 합동 유니언   합동 유니언  
고등학교 교육구 고등학교 교육구 

GOVERNING BOARD MEMBER
집행위원회 위원집행위원회 위원

Vote for no more than Three 
세 명 이하로 투표하십시오. 

○ HEIDI HALL
 Parent/Businesswoman 

부모/여성 사업가 

○ GREGORY BURNIS HARNAGE, JR
 College Admissions Staff 

칼리지 입학 직원 

○ JULIE HIROTA
 Roseville Joint Union High School 
 District Board Member 

Roseville 합동 유니언  
고등학교 교육구 위원회 위원

○ MARGARET MUTHONI NJUGUNA
 Student Program Director 

학생 프로그램 이사 

○ PETE CONSTANT
 Retired Police Officer

퇴직 경찰관

○ BRYAN RICHTER
 Parent

부모

○

○

○

ROBLA SCHOOL DISTRICT
ROBLAROBLA 교육구  교육구 

GOVERNING BOARD MEMBER
집행위원회 위원집행위원회 위원

Vote for no more than Two 
두 명 이하로 투표하십시오. 

○ KEN BARNES
 Incumbent  

재직 중 

○ KIM A. HOWARD
 Incumbent  

재직 중 

○ SHARONA DEVINE
 Parent/Homeschool Instructor 

부모/홈스쿨 교사 

○

○

GALT JOINT UNION ELEMENTARY 
SCHOOL DISTRICT
GALTGALT 합동 유니언   합동 유니언  
초등학교 교육구초등학교 교육구

GOVERNING BOARD MEMBER
집행위원회 위원집행위원회 위원

Vote for no more than Two 
두 명 이하로 투표하십시오. 

○ JARED BRIAN GAYNOR
 University Compliance Officer 

대학 준수 사무관 

○ TRACI SKINNER
 Parent 

부모 

○ CASEY RABOY
 Registered Nurse 

등록 간호사 

○

○



COUNTY 
카운티 카운티 

MEMBER, BOARD OF SUPERVISORS, 
DISTRICT 3

위원, 감독관 위원회, 제 위원, 감독관 위원회, 제 3 선거구 선거구

Vote for One
한 명만 투표하십시오

○ RICH DESMOND
 Highway Patrol Chief 

고속도로 순찰대 서장 

○ GREGG FISHMAN
 Clean Energy Advocate 

청정 에너지 옹호자 

CITY 
시시

CITY OF SACRAMENTO 
SACRAMENTOSACRAMENTO시 시 

MEMBER, CITY COUNCIL, DISTRICT 2 
위원, 시의회, 제 위원, 시의회, 제 2 선거구  선거구 

Vote for One
한 명만 투표하십시오

○ SEAN LOLOEE
 Small Business Owner 

소규모 사업주 

○ ALLEN WARREN
 Incumbent 

재직 중 

MEMBER, CITY COUNCIL, DISTRICT 8 
위원, 시의회, 제 위원, 시의회, 제 8 선거구  선거구 

Vote for One
한 명만 투표하십시오

○ LES SIMMONS
 Community Center Director 

커뮤니티 센터 이사 

○ MAI VANG
 College Scholarship Director 

칼리지 장학금 이사 

CITY OF FOLSOM 
FOLSOMFOLSOM시 시 

COUNCIL MEMBER 
시의회 의원 시의회 의원 

Vote for no more than Two 
두 명 이하로 투표하십시오. 

○ JAYA BADIGA
 Business Owner 

사업주 

○ JANINE BEDLEY
 Insurance Agent 

보험 에이전트 

○ JUSTIN SANDERS
 Retired Firefighter 

퇴직 소방관 

○ MARK MOORE
 Retired Fire Captain 

퇴직 소방대장 

○ YK CHALAMCHERLA
 Small Business Owner 

소규모 사업주 

○ JUSTIN RAITHEL
 Small Business Owner 

소규모 사업주 

○ ROSARIO RODRIGUEZ
 Restaurant Owner 

레스토랑 소유주 

○  

○



CITY OF GALT 
GALTGALT시 시 

COUNCIL MEMBER 
시의회 의원 시의회 의원 

Vote for no more than Two 
두 명 이하로 투표하십시오. 

○ KEVIN PAPINEAU
 Criminal Investigator 

범죄 조사관 

○ KAMI MARTIN
 Claims Service Consultant 

클레임 서비스 컨설턴트 

○ RANDY MORTON
 Business Owner  

사업주  

○ JAY VANDENBURG
 Electrician 

전기기사 

○ KEITH JONES
 Private Works Manager 

민간 작업 관리자 

○  

○

CITY CLERK 
시서기관 시서기관 

Vote for One 
한 명만 투표하십시오

○ TINA HUBERT
 Appointed City Clerk 

임명된 시서기관 

○  

TREASURER 
재무국장 재무국장 

Vote for One 
한 명만 투표하십시오

○ SHAUN L. FARRELL
 Galt City Treasurer 

Galt시 재무국장 

○  

CITY OF ISLETON 
ISLETONISLETON시 시 

COUNCIL MEMBER 
시의회 의원 시의회 의원 

Vote for no more than Two 
두 명 이하로 투표하십시오. 

○ PAUL STEELE
 Retired Millwright 

퇴직 기술자 

○ BARBARA DOCKERY
 No Ballot Designation 

투표지 지정 없음  

○ ROBERT JANKOVITZ
 No Ballot Designation 

투표지 지정 없음 

○  

○

CITY CLERK 
시서기관 시서기관 

Vote for One 
한 명만 투표하십시오

NO CANDIDATE FILED
접수된 후보자 없음

○  

TREASURER 
재무국장 재무국장 

Vote for One 
한 명만 투표하십시오

NO CANDIDATE FILED
접수된 후보자 없음

○  

CITY OF CITRUS HEIGHTS  
CITRUSCITRUS  HEIGHTSHEIGHTS시 시 

COUNCIL MEMBER, DISTRICT 1 
의회의원, 제 의회의원, 제 1 선거구  선거구 

Vote for One 
한 명만 투표하십시오

○ BRET DANIELS
 Operations Manager/Councilmember 

운영 관리자/의회의원 

○ NICOLE CASTOR
 Homemaker  

가정주부  

○

COUNCIL MEMBER, DISTRICT 3 
의회의원, 제 의회의원, 제 3 선거구  선거구 

Vote for One 
한 명만 투표하십시오

○ THOMAS GOETZ
 Support Engineer 

지원 엔지니어 

○ TIM SCHAEFER
 Planning Commissioner/Businessman  

계획위원회 위원/사업가  

○  



CITY 
시 시 

CITY OF RANCHO CORDOVA 
RANCHORANCHO  CORDOVACORDOVA시 시 

COUNCIL MEMBER 
시의회 의원 시의회 의원 

Vote for no more than Three 
세 명 이하로 투표하십시오. 

○ JACK ZWALD
 Health Budget Manager 

보건 예산 관리자 

○ DONALD TERRY
 Rancho Cordova City Council Member 

Rancho Cordova 시의회의원 

○ SIRI PULIPATI
 Senior Engineer/Mother

선임 엔지니어/어머니 

○ DAVID SANDER
 City Councilmember/Scientist

시의회의원/과학자

○ ROBERT J. MCGARVEY
 Incumbent 

재직 중 

○ DONALD CHILDS
 Pharmaceutical Warehouse Worker 

제약 창고 근로자 

○

○

○

CITY OF ELK GROVE 
ELKELK  GROVEGROVE시 시 

MAYOR 
시장 시장 

Vote for One 
한 명만 투표하십시오 

○ STEVE LY
 Mayor, City of Elk Grove/Counselor 

시장, Elk Grove시/카운셀러 

○ BRIAN PASTOR
 Clinical Documentation Consultant 

임상 기록 컨설턴트 

○ BOBBIE SINGH-ALLEN
 Governing Board Member, 
 Elk Grove Unified School District  

집행위원회 위원, 
Elk Grove 통합교육구

○

COUNCIL MEMBER, DISTRICT 1 
의회의원, 제 의회의원, 제 1 선거구  선거구 

Vote for One 
한 명만 투표하십시오 

○ DARREN SUEN (孫德鄰)
 Councilmember/Civil Engineer 

의회의원/토목 기사 

○ ALI MOUA
 Businessperson/Counselor/Parent 

기업가/카운셀러/부모 

○

COUNCIL MEMBER, DISTRICT 3 
의회의원, 제 의회의원, 제 3 선거구  선거구 

Vote for One 
한 명만 투표하십시오 

○ ALEJANDRO GUTIERREZ-DUNCAN 
 Teacher, World Language 

교사, 세계 언어 

○ KEVIN SPEASE
 Local Business Owner 

지역 사업주 

○ AMANDEEP SINGH
 Civil Engineer/Businessman  

토목 기사/사업주 

○ MAUREEN CRAFT
 Local Businesswoman 

지역 여성사업가

○ LYNN WHEAT
 Registered Nurse 

등록 간호사 

○



DISTRICT 
선거구 선거구 

SACRAMENTO MUNICIPAL 
UTILITY DISTRICT
SACRAMENTOSACRAMENTO 시  시 
유틸리티 지구유틸리티 지구

DIRECTOR, WARD 5 
이사, 제 이사, 제 5 구  구 

Vote for One 
한 명만 투표하십시오 

○ FATIMA T. MALIK 
 Community Engagement Specialist 

커뮤니티 참여 전문가 

○ ROB KERTH
 Sacramento Municipal Utility 
 District Director, Ward 5  

Sacramento 시 유틸리티 
지구, 제 5 구

○

SAN JUAN WATER DISTRICT (CSD) 
SANSAN  JUANJUAN 수도 지구 ( 수도 지구 (CSDCSD))

DIRECTOR 
이사 이사 

Vote for no more than Two 
두 명 이하로 투표하십시오. 

○ PAMELA TOBIN
 Incumbent 

재직 중 

○ MARK ONUFER
 Sales Engineer 

판매 엔지니어 

○ KENNETH H. MILLER
 Director, San Juan Water District  

이사, San Juan 수도 지구 

○ MICHAEL “MIKE” MCRAE
 Utility Electrical Engineer 

유틸리티 전기 엔지니어

○ MITCH DION
 Utility Executive 

유틸리티 책임자

○

○

COURTLAND FIRE 
PROTECTION DISTRICT 

COURTLANDCOURTLAND 화재  화재 
보호 지구 보호 지구 

DIRECTOR 
이사 이사 

Vote for no more than Two 
두 명 이하로 투표하십시오. 

○ ANNAMARIE BERMUDEZ
 Human Resources Specialist 

인적자원 전문가  

○ BARRY MCCLAIN
 Incumbent  

재직 중 

○ JIM WALLACE
 Environmental Consultant  

환경 컨설턴트 

○ DAVID M. WELCH
 Pastor  

목사 

○

○

WILTON FIRE 
PROTECTION DISTRICT 

WILTONWILTON 소방  소방 
보호 지구 보호 지구 

DIRECTOR  
이사 이사 

Vote for no more than Three 
세 명 이하로 투표하십시오. 

○ OBE BROWN
 Incumbent  

재직 중 

○ JOSEPH GUARDINO
 Director, Wilton Fire Protection District  

이사, Wilton 소방 보호 지구

○ ELIZABETH “BETSY” HITE
 Business Owner  

사업주 

○ EDGAR MONROY
 Incumbent  

재직 중 

○

○

○



AMERICAN RIVER FLOOD 
CONTROL DISTRICT

AMERICAN RIVER FLOOD AMERICAN RIVER FLOOD 
통제 지구 통제 지구 

TRUSTEE  
이사  이사  

Vote for no more than Two 
두 명 이하로 투표하십시오. 

○ SPENCER EBERLE
 Small Business Manager  

소규모 관리자 

○ TAMIKA L’ECLUSE
 Appointed Incumbent

임명된 재직

○ CYRIL SHAH
 American River Flood Control District Trustee  

American River Flood 통제 지구 이사 

○ STEVEN MAVIGLIO
 Small Business Owner  

소규모 사업주 

○

○

FULTON-EL CAMINO RECREATION  
 AND PARK DISTRICT 

FULTONFULTON--ELEL  CAMINOCAMINO 휴양   휴양  
 및 공원 지구 및 공원 지구

DIRECTOR  
이사  이사  

Vote for no more than Three 
세 명 이하로 투표하십시오. 

○ LAURA LAVALLEE
 Retired Civil Engineer  

퇴직 토목기사 

○ TERESA M. HIGGINS
 Incumbent

재직 중

○ PAMELA STATHOS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고객 서비스 담당 

○ KATHLEEN STRICKLIN
 Director, Fulton El Camino Recreation 
 and Park District

이사, Fulton El Camino 휴양 및 공원 
지구 

○

○

○

NORTH HIGHLANDS RECREATION  
 AND PARK DISTRICT 

NORTHNORTH  HIGHLANDSHIGHLANDS 휴양   휴양  
 및 공원 지구  및 공원 지구 

DIRECTOR  
이사  이사  

Vote for no more than Three 
세 명 이하로 투표하십시오. 

○ CRYSTAL HARDING-JENKINS
 Social Worker  

사회복지사 

○ MAX SEMENENKO
 Business Owner 

사업주 

○ PEDRO MARQUEZ
 Incumbent  

재직 중 

○ BEAU REYNOLDS
 Youth Nonprofit Director

청소년 비영리 이사

○ DIANE M. RICHARDS
 Incumbent 

재직 중 

○

○

○



MEASURES SUBMITTED TO THE VOTERS
유권자에게 제출된 법안 유권자에게 제출된 법안 

STATE
주주

STATE PROPOSITION 14
주 제안 주 제안 14

14 AUTHORIZES BONDS CONTINUING 
STEM CELL RESEARCH. INITIATIVE 
STATUTE. Authorizes $5.5 billion state bonds 
for: stem cell and other medical research,  
including training; research facility construction; 
administrative costs. Dedicates $1.5 billion to 
brain-related diseases. Appropriates General 
Fund moneys for repayment. Expands related 
programs. Fiscal Impact: Increased state costs 
to repay bonds estimated at about $260 million 
per year over the next roughly 30 years.

14  줄기 세포 연구를 계속하도록 줄기 세포 연구를 계속하도록 
승인. 발의안 법령.승인. 발의안 법령. 55억 달러 주 
공채는 다음을 승인: 훈련, 연구 시설 
공사, 행정 비용을 포함하여 줄기 세포 
및 기타 의료 연구. 뇌 관련 질환에 15억 
달러 배정. 재상환을 위해 일반 기금을 
배분. 관련 프로그램 확장. 회계적 
영향: 다음 30년동안 2억 6천만 달러로 
예상되는 공채를 재상환하는 데 주정부 
비용 증가.

○YES / 예예
○NO / 아니오아니오

STATE PROPOSITION 15
주 제안 주 제안 15

15 INCREASES FUNDING SOURCES 
FOR PUBLIC SCHOOLS, COMMUNITY 
COLLEGES, AND LOCAL GOVERNMENT 
SERVICES BY CHANGING TAX 
ASSESSMENT OF COMMERCIAL AND 
INDUSTRIAL PROPERTY. INITIATIVE 
CONSTITUTIONAL AMENDMENT. Taxes 
such properties based on current market value, 
instead of purchase price. Fiscal Impact:  
Increased property taxes on commercial 
properties worth more than $3 million providing 
$6.5 billion to $11.5 billion in new funding to local 
governments and schools.

15 상업 및 산업 자산의 조세  상업 및 산업 자산의 조세 
사정을 변경함으로써 공립 학교, 사정을 변경함으로써 공립 학교, 
커뮤니티 칼리지 및 지역 정부 커뮤니티 칼리지 및 지역 정부 
서비스에 대한 자금 출처 증대. 서비스에 대한 자금 출처 증대. 
발의안 헌법적 개정. 발의안 헌법적 개정. 구매가가 아닌 
현 시장가에 기반한 부동산 세금. 
회계적 영향: 3백만 달러 이상의 상업 
부동산에 재산세 납세를 높혀 지역 
정부 및 학교에 65억 달러에서 115억 
달러까지의 새로운 자금을 제공.

○YES / 예예
○NO / 아니오아니오

STATE PROPOSITION 16
주 제안 주 제안 16

16 ALLOWS DIVERSITY AS A FACTOR 
IN PUBLIC EMPLOYMENT, EDUCATION, 
AND CONTRACTING DECISIONS.  
LEGISLATIVE CONSTITUTIONAL 
AMENDMENT. Permits government decision-
making policies to consider race, sex, color, 
ethnicity, or national origin in order to address 
diversity by repealing constitutional provision 
prohibiting such policies. Fiscal Impact: No 
direct fiscal effect on state and local entities. 
The effects of the measure depend on the future 
choices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 entities 
and are highly uncertain.

16  공공 고용, 교육 및 계약 결정에 공공 고용, 교육 및 계약 결정에 
다양성을 허용. 입법적 헌법적 개정.다양성을 허용. 입법적 헌법적 개정. 
정부 결정의 정책이 이러한 정책을 
금지하는 헌법적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다양성을 허용하기 위해 인종, 성별, 
색깔, 민족 또는 국적을 고려하도록 
허용. 회계적 영향: 주 및 지역 사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회계적 영향 없음. 
법안의 효과는 주 및 지역 정부 업체의 
미래 선택에 달려있으며 매우 불확실함.

○YES / 예예
○NO / 아니오아니오



STATE PROPOSITION 17
주 제안 주 제안 17

17 RESTORES RIGHT TO VOTE AFTER 
COMPLETION OF PRISON TERM. 
LEGISLATIVE CONSTITUTIONAL
AMENDMENT. Restores voting rights upon 
completion of prison term to persons who have 
been disqualified from voting while serving a 
prison term. Fiscal Impact: Annual county costs, 
likely in the hundreds of thousands of dollars 
statewide, for voter registration and ballot 
materials. One-time state costs, likely in the 
hundreds of thousands of dollars, for voter 
registration cards and systems.

17 감옥형을 마친 후 투표할 수  감옥형을 마친 후 투표할 수 
있는 권리 복구. 입법적 헌법적 있는 권리 복구. 입법적 헌법적 
개정.개정. 감옥형을 보내는 동안 투표 
자격을 상실해온 사람에게 형을 마친 후 
투표권을 복구. 회계 영향: 유권자 등록 
및 투표지에 대해 주전역으로 수십만 
달러 정도로 연간 카운티 비용. 유권자 
등록 카드 및 시스템에 수십만 달러 
정도로 한 번의 주 비용.

○YES / 예예
○NO / 아니오아니오

STATE PROPOSITION 18
주 제안 주 제안 18

18 AMENDS CALIFORNIA 
CONSTITUTION TO PERMIT
17-YEAR-OLDS TO VOTE IN PRIMARY 
AND SPECIAL ELECTIONS IF THEY 
WILL TURN 18 BY THE NEXT GENERAL 
ELECTION AND BE OTHERWISE 
ELIGIBLE TO VOTE. LEGISLATIVE 
CONSTITUTIONAL AMENDMENT. Fiscal
Impact: Increased statewide county costs likely 
between several hundreds of thousands of 
dollars and $1 million every two years. Increased 
one-time costs to the state of hundreds of  
thousands of dollars.

18  은 다음을 허용하기 위해 은 다음을 허용하기 위해 
CALIFORNIA 헌법을 개정 다음 해  헌법을 개정 다음 해 
총선거때까지 총선거때까지 18세가 되거나 투표 세가 되거나 투표 
유자격이 될 경우 유자격이 될 경우 17세가 예비 및 세가 예비 및 
특별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특별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 입법적 헌법적 개정. 허용. 입법적 헌법적 개정. 회계적 
영향: 매 이년마다 수 십만 달러 및 백만 
달러 사이로 주 전역 카운티 비용 증가. 
한 번 주정부에 수 십만 달러의 비용 
증가.

○YES / 예예
○NO / 아니오아니오

STATE PROPOSITION 19
주 제안 주 제안 19

19 CHANGES CERTAIN PROPERTY 
TAX RULES. LEGISLATIVE 
CONSTITUTIONAL AMENDMENT. Allows
homeowners who are over 55, disabled, or 
wildfire/disaster victims to transfer primary 
residence’s tax base to replacement residence. 
Changes taxation of family-property transfers. 
Establishes fire protection services fund. Fiscal 
Impact: Local governments could gain tens 
of millions of dollars of property tax revenue 
per year, probably growing over time to a few 
hundred million dollars per year. Schools could 
receive similar property tax gains.

19  특정 재산세 규정 변경. 입법적 특정 재산세 규정 변경. 입법적 
헌법적 개정.헌법적 개정. 55세 이상, 장애인 또는 
산불/재난 피해자인 주택 소유주가 실 
거주지의 세금을 대체 거주지로 옮기는 
것을 허용. 가족 부동산 이전에 대한 
세금 변경. 화재 보호 서비스 자금 설정. 
회계적 영향: 지역 정부는 연간 부동산 
세수로 수천만 달러의 수입이 생길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연간 수백만 
달러까지도 가능함. 학교들도 유사하게 
부동산세 수입을 받을 수 있음.

○YES / 예예
○NO / 아니오아니오



STATE PROPOSITION 20
주 제안 주 제안 20

20 RESTRICTS PAROLE FOR CERTAIN 
OFFENSES CURRENTLY CONSIDERED 
TO BE NON-VIOLENT. AUTHORIZES 
FELONY SENTENCES FOR CERTAIN 
OFFENSES CURRENTLY TREATED 
ONLY AS MISDEMEANORS.
INITIATIVE STATUTE. Limits access to 
parole program established for non-violent 
offenders who have completed the full term of 
their primary offense by eliminating eligibility for 
certain offenses. Fiscal Impact: Increase in state 
and local correctional, court, and law 
enforcement costs likely in the tens of millions of 
dollars annually, depending on implementation.

20  비폭력으로 현재 고려되는 특정 비폭력으로 현재 고려되는 특정 
범죄에 대한 가석방을 제한. 현재 범죄에 대한 가석방을 제한. 현재 
경범죄로만 처리되는 특정 범죄에 경범죄로만 처리되는 특정 범죄에 
대해 중범죄형을 승인. 발의안 법령.대해 중범죄형을 승인. 발의안 법령. 
특정 범죄에 대해 자격을 없앰으로써, 
주범죄의 전체 형기를 완료한 비폭력 
범죄자들을 위한 가석방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제한. 회계적 영향: 이행에 
따라 연간 수천만 달러정도 주 및 지역 
교정, 법원 및 법 집행 비용을 증가.

○YES / 예예
○NO / 아니오아니오

STATE PROPOSITION 21
주 제안 주 제안 21

21 EXPANDS LOCAL GOVERNMENTS’ 
AUTHORITY TO ENACT RENT CONTROL 
ON RESIDENTIAL PROPERTY. 
INITIATIVE STATUTE. Allows local 
governments to establish rent control on 
residential properties over 15 years old. Local 
limits on rate increases may differ from statewide 
limit. Fiscal Impact: Overall, a potential reduction 
in state and local revenues in the high tens of 
millions of dollars per year over time. Depending 
on actions by local communities, revenue losses 
could be less or more.

21  거주지에 대한 임대료 통제를 거주지에 대한 임대료 통제를 
설정하는 데 지역 정부의 권한 확장. 설정하는 데 지역 정부의 권한 확장. 
발의안 법령.발의안 법령. 지역 정부가 15년 이상된 
거주지 부동산에 대해 임대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 임대료 상승에 대한 
지역적 제한은 주전역 제한과 틀릴 수 
있음. 회계적 영향: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연간 수천만 달러 후반대로 
주 정부 및 지역 세수의 잠재적인 감소 
가능. 지역 커뮤니티의 조치에 따라 
세수 상실은 더 적거나 많을 수 있음.

○YES / 예예
○NO / 아니오아니오

STATE PROPOSITION 22
주 제안 주 제안 22

22 EXEMPTS APP-BASED 
TRANSPORTATION AND DELIVERY 
COMPANIES FROM PROVIDING 
EMPLOYEE BENEFITS TO CERTAIN 
DRIVERS. INITIATIVE STATUTE.
Classifies app-based drivers as “independent 
contractors,” instead of “employees,” and 
provides independent-contractor drivers other
compensation, unless certain criteria are met. 
Fiscal Impact: Minor increase in state income 
taxes paid by rideshare and delivery company 
drivers and investors.

22  앱 기반의 교통 및 배달 회사가 앱 기반의 교통 및 배달 회사가 
특정 운전사에게 직원 혜택을 특정 운전사에게 직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면제. 발의안 법령.제공하는 것을 면제. 발의안 법령.
앱 기반 운전사를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 로 규정짓고 독립 계약 
운전사에게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다른 보상을 제공함. 회계적 영향: 
승객 및 배달회사 운전사 및 투자자에 
의해 지불되는 주 수입이 약간 증가.

○YES / 예예
○NO / 아니오아니오



STATE PROPOSITION 23
주 제안 주 제안 23

23 ESTABLISHES STATE 
REQUIREMENTS FOR KIDNEY DIALYSIS 
CLINICS. REQUIRES ON-SITE MEDICAL 
PROFESSIONAL. INITIATIVE STATUTE. 
Requires physician, nurse practitioner or  
physician assistant on site during dialysis  
treatment. Prohibits clinics from reducing 
services without state approval. Prohibits clinics 
from refusing to treat patients based on payment 
source. Fiscal Impact: Increased state and 
local government costs likely in the low tens of 
millions of dollars annually.

23  신장 투석 진료소에 대해 신장 투석 진료소에 대해 
주정부 요건 설정. 현장 의료진 주정부 요건 설정. 현장 의료진 
요구. 발의안 법령.요구. 발의안 법령.  투석 치료동안 
현장에 의사, 간호사 개업의 또는 의사 
보조인을 요구 . 주 승인없이 진료소가 
서비스를 줄이는 것을 금지. 진료소가 
지급 출처에 기반하여 환자 치료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 회계적 영향: 연간 
수천만 달러 초반대정도로 주 및 지역 
정부 비용 증가.

○YES / 예예
○NO / 아니오아니오

STATE PROPOSITION 24
주 제안 주 제안 24

24 AMENDS CONSUMER PRIVACY 
LAWS. INITIATIVE STATUTE. Permits
consumers to: prevent businesses from sharing 
personal information, correct inaccurate personal 
information, and limit businesses’ use of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precise  
geolocation, race, ethnicity, and health information. 
Establishes California Privacy Protection Agency. 
Fiscal Impact: Increased annual state costs of at 
least $10 million, but unlikely exceeding low tens of 
millions of dollars, to enforce expanded consumer 
privacy laws. Some costs would be offset by 
penalties for violating these laws.

24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발의안 법령. 발의안 법령. 소비자에게 다음을 허용: : 
비지니스에서 개인 정보를 공유, 부정확한 
개인 정보 수정 방지 및 정확한 지리적 
위치, 인종, 민족 및 건강 정보를 포함하여 
비지니스의 “민감한 개인 정보”의 사용을 
제한. California 개인정보보호 기관 설립. 
회계적 영향: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을 
집행하기 위해 연간 주정부 비용을 연간 
최소 천만달러를 증가시키지만 수천만 
달러 초반대를 초과하지 않음. 이러한 
법규 위반으로 일부 비용이 상쇄될 것임.

○YES / 예예
○NO / 아니오아니오

STATE PROPOSITION 25
주 제안 주 제안 25

25 REFERENDUM ON LAW THAT 
REPLACED MONEY BAIL WITH SYSTEM 
BASED ON PUBLIC SAFETY AND 
FLIGHT RISK. A “Yes” vote approves, and 
a “No” vote rejects, law replacing money bail 
with system based on public safety and flight 
risk. Fiscal Impact: Increased costs possibly in 
mid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annually for 
a new process for release from jail prior to trial. 
Decreased county jail costs, possibly in high tens 
of millions of dollars annually.

25  보석금을 공공 안전과 도피 보석금을 공공 안전과 도피 
위험에 기반한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위험에 기반한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법에 대한 국민 투표.법에 대한 국민 투표. 보석금을 공공 
안전과 도피 위험에 기반한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법에 “찬성” 투표는 승인을 
그리고 “반대” 투표는 거부를 하는 
것임. 회계적 영향: 심리 전에 구금에서 
풀려나는 새로운 절차로 연간 수억 달러 
중반대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음. 
카운티 유치소 비용 감소, 연간 수천만 
달러 후반대가 될 수 있음.

○YES / 예예
○NO / 아니오아니오



CITY
시시

CITY OF SACRAMENTO
SACRAMENTOSACRAMENTO시시

MEASURE A
법안 법안 A

A Shall the measure known as the 
‘Sacramento Mayoral Accountability and  
Community Equity Act’ – which amends the 
City of Sacramento charter to establish a 
mayor-council form of government; establish 
participatory budgeting for citizens’ direct input; 
require analysis of impacts of certain council 
decisions on racial, ethnic, LGBTQ, and gender 
groups; require a specified portion of the budget 
be invested in inclusive economic development 
and youth services; makes permanent the city’s 
ethics commission; and make other changes – 
be adopted?

A  Sacramento시 헌장을 시장-의회 정부 
형태로 수정하고,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위해 참여형 예산을 설정하며, 
인종, 민족, 성소수자 및 젠더 그룹에 
대한 특정 의회의 결정의 영향에 
대해 분석을 요구하고, 특정 예산을 
포괄적 경제 개발 및 청소년 서비스에 
투자되도록 요구하며, 시의 인종 
위원회를 영구적으로 만들고 다른 기타 
변경을 하는 – ‘Sacramento 시장 신뢰성 
및 커뮤니티 동등법’ 으로 알려진 
법안을 채택하여야 합니까?

○YES / 예예
○NO / 아니오아니오

SCHOOL
학교학교

RIVER DELTA UNIFIED SCHOOL DISTRICT 
RIVERRIVER  DELTADELTA 통합교육구 통합교육구

MEASURE J
법안 법안 J

J To upgrade schools, retain/attract quality 
teachers by repairing leaky roofs; removing 
asbestos/mold; building science labs; updating 
aging technology, fire/drinking water safety; 
repairing, constructing, equipping/acquiring 
educational facilities to prepare students for 
college/careers, shall River Delta Unified School 
District issue $45,700,000 in bonds at legal rates 
levying an estimated 6¢/$100 of assessed value, 
averaging $2,600,000 raised annually while 
bonds are outstanding, requiring audits, citizens’ 
oversight/ all funds used locally, be adopted?

J  세는 지붕을 수리함으로써 학교를 
개축, 양질의 교사를 유지/유치하고, 
석면/곰팡이를 제거, 과학 실험실 건설, 
노후된 테크놀로지 개선, 화재/식수 
안전성, 장비를 수리 및 공사/학생들이 
칼리지/커리어에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적 시설을 확보함으로써, River Delta 
통합교육구가 공채가 남아있는 한 감사, 
시민의 감시/모든 자금은 지역에서 
사용되는 것을 요구하면서 연간 평균 
$2,600,000를 조성하도록 사정액 $100당 
6¢의 법정 이율로 $45,700,000의 공채를 
발행하는 것을 채택하여야 합니까?

○BONDS-YES / 공채-찬성공채-찬성

○BONDS-NO / 공채-반대공채-반대

MEASURE K
법안 법안 K

K To upgrade schools, retain/attract quality 
teachers by repairing leaky roofs; removing 
asbestos/mold; keeping schools safe; updating 
technology, fire/drinking water safety; repairing, 
constructing, equipping/acquiring educational 
facilities to prepare students for college/jobs/
careers, shall River Delta Unified School District 
issue $14,600,000 in bonds at legal rates levying 
an estimated 6¢/$100 of assessed value,  
averaging $845,000 raised annually while 
bonds are outstanding, requiring audits, citizens’ 
oversight/all funds used locally, be adopted?

K  세는 지붕을 수리함으로써 학교를 
개축, 양질의 교사를 유지/유치하고, 
석면/곰팡이를 제거, 학교의 안전 유지, 
테크놀로지 개선, 화재/식수 안전성, 
장비를 수리 및 공사/학생들이 칼리지/
직장/커리어에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적 시설을 확보함으로써, River Delta 
통합교육구가 공채가 남아있는 한 감사, 
시민의 감시/모든 자금은 지역에서 
사용되는 것을 요구하면서 연간 평균 
$845,000를 조성하도록 사정액 $100당 
6¢의 법정 이율로 $14,600,000의 공채를 
발행하는 것을 채택하여야 합니까?

○BONDS-YES / 공채-찬성공채-찬성

○BONDS-NO / 공채-반대공채-반대



CITY OF ISLETON 
ISLETONISLETON시 시 

MEASURE L
법안 법안 L

L Shall the measure to support the 
continued operation of the City of Isleton’s 
general services, including police, fire, 
parks, and other unrestricted general fund 
expenditures, by enacting a one-half (½) percent 
transactions and use tax for a period of five 
(5) years commencing on April 1, 2022, that is 
projected to provide between $83,726.06 and 
$106,858.02 of revenue annually, be adopted?

L  경찰, 소방, 공원 및 기타 비제한적 
일반 기금 지출을 포함하여 Isleton시의 
계속되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022
년 4월 1일부터 시작하여 오(5)년동안 
연간 $83,726.06에서 $106,858.02 사이의 
수입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0.5 (½) 
퍼센트의 거래 및 사용세를 설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채택하여야 합니까? 

○YES / 예예
○NO / 아니오아니오

MEASURE C
법안 법안 C

C Shall the measure adding an article to the 
City of Sacramento Charter to (i) create a  
new elected body (Rental Housing Board)  
with powers that include setting rents,  
establishing regulations, establishing its own 
budget, charging fees to finance its operations, 
establishing penalties, conducting investigations, 
and adjudicating rent adjustments; (ii) set a base 
rent for all covered rental units within the city and 
cap annual rent increases; and (iii) limit  
landlords’ ability to terminate tenancies, be 
adopted?

C  Sacramento시 헌장에 (i) 임대료 설정, 
규정을 확립, 예산을 정하며, 운영 
자금을 위해 비용을 부과하고, 벌금을 
설정, 조사를 수행, 임대 조정에 대한 
심리를 포함한 권한을 가진 새로 선출된 
조직 (임대 주택 이사회)을 창설하고, 
(ii) 시 이내에서 모든 해당 임대 주택에 
대한 기본 임대료와 연간 최대 임대료 
상승액을 설정하며 (iii) 임대주의 임차권 
종료시킬 수 있는 권한을 제한 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안에 추가하는 것을 
채택하여야 합니까?

○YES / 예예
○NO / 아니오아니오

MEASURE B
법안 법안 B

B Shall the measure amending section 171 of 
the City of Sacramento Charter, to have the 
Sacramento Independent Redistricting 
Commission establish the next council district 
boundaries map no later than 130 days before 
the 2022 primary city election so that the 
map could be used for the 2022 elections, be 
adopted?

B  Sacramento 독립 재구획화 위원회로 
하여금 2022년 예비 시선거 130일 
전까지 다음 의회 선거구 경계선 지도를 
설정하도록 하여 2022년 선거에 그 
지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Sacramento
시 헌장 섹션 171을 수정하는 법안을 
채택하여야 합니까?

○YES / 예예
○NO / 아니오아니오



CITY OF CITRUS HEIGHTS
CITRUSCITRUS  HEIGHTSHEIGHTS시시

MEASURE  MM
법안 법안 M

M To protect local control with funding that 
cannot be taken by the State; maintain 
911 emergency response times; crime 
investigation/prevention; well-trained community 
police officers; school safety/security; pothole/
street repair; homelessness reduction programs; 
local business/jobs support; and other city 
services, shall a measure to establish a Citrus 
Heights 1¢ sales tax generating $12,000,000 
annually until ended by voters be adopted, with 
independent annual audits and citizen oversight, 
and all funds spent in Citrus Heights?

M  주정부에서 가지고 가지 못하는 
자금의 지역적 통제를 보호하고, 911 
응급 응대 시간을 유지하며, 범죄 조사/
예방, 잘 훈련된 커뮤니티 경찰 사무관, 
학교 안전/보안, 포트홀/도로 수리, 
노숙자 감소 프로그램, 지역 비지니스/
일자리 지원 및 기타 시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간 독립 감사 및 
시민 감시를 가지고 모든 자금은 Citrus 
Heights에 사용되도록 하면서 유권자에 
의해 종료될 때까지 연간 $12,000,000을 
창출하는 1¢의 판매세를 Citrus Heights에 
설정하는 법안을 채택하여야 합니까?

○YES / 예예
○NO / 아니오아니오

CITY OF RANCHO CORDOVA 
RANCHORANCHO  CORDOVACORDOVA시 시 

MEASURE R
법안 법안 R

R To support City of Rancho Cordova through 
relief/recovery including: repairing streets/
potholes; keeping public areas healthy, clean/
safe; maintaining neighborhood public safety; 
supporting/attracting new and local businesses/
jobs; preparing for any natural disaster/health 
emergency; addressing homelessness; other 
general city services; shall the Rancho Cordova 
measure be adopted levying a ½¢ sales tax, until 
ended by voters, raising $8,000,000 annually, 
with yearly audits, citizen oversight, local control/
investment during uncertain times, no money for 
administrator salaries?

R  다음을 포함하여 구제/복구를 
통해 Rancho Cordova시를 지원하기 
위해: 도로/포트홀 수리, 공공 지역을 
건강하고 깨끗하며/안전하게 유지하고, 
근린 공공 안전을 유지하며, 새로운 
그리고 지역 비지니스/일자리를 지지/
유치하고, 자연 재해/보건 응급 상황에 
대비하며,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고, 
기타 일반 시 서비스를 위해, 유권자에 
의해 종료될 때까지, 연간 감사, 시민 
감시, 불특정한 기간동안 지역 통제/
투자를 하며 자금이 행정 급여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면서 연간 
$8,000,000을 조성하도록 ½¢의 판매세를 
부과하는 Rancho Cordova 법안을 
채택하여야 합니까?

○YES / 예예
○NO / 아니오아니오

END OF BALLOT
투표지 끝투표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