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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투표로 시간을 절약하십시오

오렌지 카운티 내 모든 등록 유권자들은 선거일 전에 다음 장소 중 한 곳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
습니다 .  선거 당일에 출타할 예정이지만 투표소에서 투표하길 원하거나 총선거에 긴 줄을 서
서 기다리고 싶지 않을 경우 , 조기 투표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 등
록국은 카운티 전역에 약 30개의 조기 투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기 투표일은 2004년 10
월 5일에서 10월 29일까지입니다 . 

가장 최신 정보는 당국의 웹사이트www.ocvote.com을 방문하거나 유권자 등록국 사무실, (888)
OCVOTES로 전화해 입수하시기 바랍니다 .

오렌지 카운티 내 16 군데 Albertson 수퍼마켓 

관공서 위치 :  개장시간 - 통상근무시간

카운티 행정청사
10 Civic Center, Santa Ana

유권자 등록국
1300 S. Grand Ave., Santa Ana

John Wayne 공항 (북쪽 및 남쪽 터미널 )
개장시간 :  오전 6시 ~ 오후 10시

Anaheim 시청 Costa Mesa시청 Irvine 시청

Laguna Niguel시청 San Juan Capistrano시청

쇼핑몰 :  개장시간 :  주중 - 오전 10 시에서 오후 8 시
주말 : 투표소마다 다름

Asian Gardens (Westminster) Buena Park 몰 Mission Viejo 몰

Main Place 몰에  있는 Westfield 쇼핑타운 Westminster 몰

기타 장소 :  투표소 개장시간은 투표소마다 다름

University of Califonia Irvine "이동투표차량 "(유권자 등록국의 이동 홍보 및 선거과 소관 ) 

죄송합니다
주차장이 

만원입니다 .

투표하러 오셔서 이러한 일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십시오 .

일정을 잘 계획하여 사람들이 붐비는 오전 
7~9 시와 오후 5~8 시를 피해 투표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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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04K

캘리포니아 선거법 제 13204 및 13205 항에 따라

선거 관리 공무원은 유권자들에게 다음 지침을 전달해야 합니다 .

한 특정 정당의 모든 선거인에게 기표하려면 , 선택바퀴 (SELECT WHEEL)를 돌려 푸른색 표시막대기가 한 특정 정당의 대
통령 및 부통령 후보자 이름 칸에 가게 한 후 입력 (ENTER)버튼을 누르십시오 . SELECT바퀴를 돌려 푸른색 표시막대기가 특
정 정당과 동 정당의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자 이름 위에 놓이게 되면 다른 후보자에 대한 투표가 아니라 동 정당의 모든 선거인
만을 선출하는 것이 됩니다 .

한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지 않는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자 선출을 공약한 선거인에게 기표하려면 , SELECT 바퀴를 돌려 푸
른색 표시막대기가 해당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자의 이름 위로 가게 한 후 ENTER 버튼을 누르십시오 .

본 선거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정당의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자 선출을 공약한 선거인에게 기표하려면 , 제공된 공란에 해당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자의 이름과 정당에 해당되는 철자를 입력한 다음에 ENTER 버튼을 누르십시오 .

투표용지에 나와 있는 후보자에게 기표하려면 SELECT 바퀴를 돌려 푸른색 표시막대기가 선출 후보자의 이름에 가게 한 후
ENTER 버튼을 누르십시오 .동일 공직에 두 명 이상의 후보자를 선출해야 할 경우 ,  SELECT 바퀴를 돌려서 푸른색 표시막대기
가 선출할 후보자들의 이름에 가게 한 후  ENTER 버튼을 누르십시오 . 이 경우 반드시 선출해야 할 공직자 수만 선출해야 합니다 .

유자격 기명 투표 후보자에게 기표하려면 SELECT 바퀴를 돌려 푸른색 표시막대기를 해당 선출 공직의 다른 후보자들의 이
름 밑에 제공된 공란에 가게한 후  ENTER 버튼을 누르십시오 . 그 다음 해당 기명 투표 후보자의 이름의 철자를 입력하십시오 .

법안에 기표하려면 SELECT 바퀴를 돌려 푸른색 표시막대기가 "찬성 (Yes)"이나 "반대 (No)" 글자 다음에 마련된 네모 칸에
가게한 후 ENTER 버튼을 누르십시오 .

유권자 팜플렛

다음 페이지에 

(귀하의 투표용지에 해당하는 )

후보자 성명서 , 

투표법안 , 법안분석 그리고 찬반론이

들어 있습니다 .

본 팜플렛에는 전체 후보자 명단이 들어 있습니다 . 전체 후보자들의 성명서는 들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팜플렛에 실린 각 후보자 성명서는 후보자 자신이 준비한 것으로 정부 기관이 달리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보자 자신이 부담하여 인쇄된 것입니다 .

투표법안에 대한 찬반론은 서술자 자신의 의견입니다 .

선거운동 비용에 대한 제한

법안 제 34 호 . 2000년 11월 7일에 실시된 선거에서 유권자들에 의하여 통과된 법안 제 34호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 비용
을 자발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주 의회직 후보들은 후보자 성명서를 제출하여 그 내용을 견본 투표지와 유권자 안내 책자에
게재할 자격이 있습니다 . 다음은 오렌지 카운티 내의 주 의회 후보자들의 전체 명단입니다 . 선거비용을 자발적으로 제한하
는데 동의한 주 의회 후보자는 그들의 이름 옆에 별표 (*)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주 상원의원

Dick Ackerman*

Rufino Mallari Bautista, Jr*

John Campbell

Randall Daugherty*

Dan Fernandes*

Timothy Johnson

Bob Margett

Rita B. Siebert*

주 하원의원

Otto Bade

Mark Bladwin

Rudy Bermudez

John Brantuk*

Kathleen Calzada*

Brian Lee Cross

Lynn Daucher*

Chuck Devore

Andrew H. Favor*

Bea Foster*

Tom Harman*

Robert “Bob” Huff*

Ross W. Johnson*

Carl Mariz*

Patrick John Martinez*

George Reis

David Silva*

Al Snook*

Todd Spitzer*

Van Tran

Tom Umberg

Mimi Walters

Norm “Firecracker” West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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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146

2004년 총선거 공식 투표지
Korean

오렌지 카운티
2004년 11월 2일 Precinct

공지사항:
검정색이나 파란색 잉크펜을 사용하여 선택한 
사항을 투표지에 기표하십시오. 원하는 각 
후보자에게 투표하려면 선택한 후보자의 
왼쪽에 제공된 네모 칸을 완전히 칠하십시오.  
기명 후보자에게 투표하려면 왼쪽에 제공된 
네모 칸을 완전히 칠한 후 제공된 공간에 해당 
후보자의 이름을 기입하십시오.

대통령 및 부통령
한 정당에게만 투표하시오

MICHAEL ANTHONY PEROUTKA - 
마이클 앤토니 퍼롯트카 /
CHUCK BALDWIN - 척 발드윈
미독립당

LEONARD PELTIER - 레너드 펠티어 /
JANICE JORDAN - 재니스 조던
평화자유당

JOHN F. KERRY - 존 F. 케리 / JOHN 
EDWARDS - 존 에드워즈
민주당

DAVID COBB - 데이비드 콥 /
PAT LAMARCHE - 팻 라말쉬
녹색당

GEORGE W. BUSH - 조지 W. 부시 /
RICHARD CHENEY - 리차드 체니
공화당

MICHAEL BADNARIK - 마이클 
배드나릭 /
RICHARD CAMPAGNA - 리차드 
캠파그나
자유당

미 상원의원
한 명만 선출하시오

BILL JONES - 빌 존스
농장주/사업가
공화당

DON J. GRUNDMANN - 돈 J. 그런드맨
척추교정의사
미독립당

JAMES P. "JIM" GRAY - 제임스 P. "짐" 
그레이
판사
자유당

MARSHA FEINLAND - 말사 파인랜드
공립학교 교사
평화자유당

BARBARA BOXER - 바바라 박서
미 상원의원
민주당

미 하원의원
제 47지구
한 명만 선출하시오

LORETTA SANCHEZ - 로레타 산체스
미 하원의원
제 47지구
민주당

ALEXANDRIA A. "ALEX" CORONADO 
- 알렉산드리아 A. "알렉스" 코로나도
Orange 카운티
교육위원회 위원
공화당

주 하원의원
제 67지구
한 명만 선출하시오

TOM HARMAN - 톰 할맨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 제 67지구
공화당

DAVID SILVA - 데이비드 실바
전직 우체국 직원(은퇴)
민주당

NORM "FIRECRACKER" WESTWELL 
- 노옴 "파이어크랙커" 웨스트웰
지역 스포츠웨어 제조업자
자유당

학교

ANAHEIM 통합 중등교육구
교육위원회 위원
두 명만 선출하시오

BRIAN O'NEAL - 브라이언 오니일
Anaheim 통합 중등교육구, 임명 
교육위원회 위원

DENNIS T. DOI - 데니스 T. 도이
정년퇴직/코치

KATHERINE H. SMITH - 캐더린 H. 
스미스
Anaheim 통합 중등교육구, 교육위원회 
위원

ANTHONY MARMADUKE CLARK - 
앤토니 말마둑 클락
사업가

E.M. (SPEED) CASTILLO - E.M. 
(스피드) 까스띠요
전직 교육가(은퇴)/퇴역군인

MARGARET M. TROUSDALE - 마가렛 
M. 트루스데일
중학교 교사

ANAHEIM 시 교육구
교육위원회 위원
두 명만 선출하시오

JAMES VANDERBILT-LINARES - 
제임스 밴더빌트-리네리스
교육가/기획위원회 위원

SUSAN R. PREUS - 수잔 R. 프레우스
Anaheim 시 교육구 교육위원회 위원

DAVID G. VILL - 데이비드 G. 빌
전직 교사(은퇴)/코치

시

ANAHEIM시
시의회 의원
두 명만 선출하시오

GEORGE CHARLES JOHNSON - 조지 
챨스 존슨
정년퇴직/사업주

CRAIG MERRIHUE - 크레이그 메리휴
보도매체 사업 전문가

ANDREA MANES - 앤드리아 메인스
여성사업가/시 위원

FAIZ ZUBERI - 파이즈 주버리
부동산 중개인

RICHARD "DICK" LAROCHELLE - 
리차드 "딕" 라로셸
전직 집행 감독관(은퇴)

STEFANIE O'NEILL - 스테파니 오니일
Anaheim 소재 여성 사업가

JERRY O'CONNELL - 제리 오카널
사업가/기획 위원

LORRI GALLOWAY - 로리 갤러웨이
아동학대예방기구 전무이사

ROBERT J. FLORES - 로버트 J. 
플로레스
사업주

LUCILLE KRING - 루실리 크링
Anaheim 소재 여성 사업가

JOHN R. KARCZYNSKI - 존 R. 
카진스키
지역 은행 임원

HARRY SIDHU - 해리 시드후
사업가/예산 위원회 위원

RUBIN JAMISON SKIPPER - 루빈 
제미슨 스킵퍼
민사소송 법률 보조원

유권자 부의 법안

양쪽을 모두 투표하십시오.

양쪽을 모두 투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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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146

2004년 총선거 공식 투표지
Korean

오렌지 카운티
2004년 11월 2일 Precinct

1A-지방정부 수입 보호
지방정부 수입의 보호. 지방 재산세와 판매세 
수입은 지방정부가 보유하여 공공 안전, 보건, 
도서관, 공원 및 기타 지역 서비스에 사용할 
자금의 재원을 보호합니다. 이 조항은 주지사가 
재정상 필요하다고 선언하고 주의회 의원의 
2/3가 승인하는 경우에 한해 효력이 
정지됩니다. 재정적인 영향: 이 법안이 승인되면 
지방정부의 세입이 장기적으로 연간 수십억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세입은 주정부의 재정 자원을 
비슷한 금액만큼 감소시킬 것입니다.

찬성

반대

59-공공기록 이용
공공 기록, 공개 회의. 입법부 헌법 개정 법안. 
정부 조직체의 회의를 참관하고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일반대중의 
권리를 포함시키기 위한 헌법 개정안. 특정한 
헌법 상의 권리는 계속 유지됩니다; 특정한 
회의와 기록에 대한 기존의 제외 조항도 계속 
유지됩니다. 재정적인 영향: 일반 대중에게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소규모의 비용이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찬성

반대

60-정당의 선거권
정당의 선거권. 입법부 헌법 개정 법안. 정당 
공직에 대한 예비선거에서 같은 당의 후보자 
중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입후보자를 총선거 
투표용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재정적인 영향: 
재정적인 영향 없음. 

찬성

반대

60A-주 잉여재산
잉여 재산. 입법부 헌법 개정 법안. 주 잉여 재산 
매각 대금의 대부분을 특정 공채의 상환에 
사용합니다. 재정적인 영향: 기존의 공채를 
조기에 상환하면 장기적으로 많은 금액-수천만 
달러(오천만달러 미만) 예상-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찬성

반대

61-아동병원 프로젝트
아동병원 프로젝트. 보조금 프로그램. 공채법. 
주민 발의 법안. 아동병원의 신축, 확장, 개조, 
보수, 비품 및 장비 구매에 필요한 보조금을 
적격 아동병원에 지급하기 위한 7 억 5천만 
달러의 일반 보증 공채의 발행을 승인합니다. 
재정적인 영향: 공채의 원금(7억 5천만 달러)과 
이자(7억 5천 6백만 달러)를 상환하기 위해 향후 
30년 간 약 15억 달러의 주정부 비용이 
발생합니다. 매년 약  5천만 달러를 지출해야 
합니다.

찬성

반대

62-선거. 예비선거
선거. 예비선거.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및 법안. 
유권자나 입후보자의 정당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유권자들이 주 또는 연방 
입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 예비선거가 필요. 
특정 공직에 대해 가장 많은 득표를 한 두 명의 
예비선거 입후보자가 "무소속"이거나 같은 정당 
또는 다른 정당의 당원인 것에 상관 없이 총선거 
투표용지에 등재됩니다. 대통령 후보 지명자는 
제외됩니다. 재정적인 영향: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찬성

반대

63-정신건강 서비스의 확대, 
자금제공
정신 건강 서비스의 확대, 자금 제공. 1 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 주민 
발의 법안. 정신 질환이 있는 아동, 성인, 
고령자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1 백만 달러가 넘는 과세 대상 개인소득에 대해 
1%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재정적인 영향: 
2006-7 회계년도까지 매년 약 8억 달러의 주 
세입이 증가하여 정신건강 프로젝트의 확대로 
인해 매년 증가하는 주 및 카운티 전체 지출에 
충당합니다. 이 절약 금액으로 주정부 및 
지방정부 기관의 비용이 부분적으로 상쇄될 
것이지만 그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찬성

반대

64-불공정 기업법 집행
불공정 기업 경쟁법의 민간 집행을 제한. 주민 
발의 법안. 실제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불공정 거래"에 관한 개인 소송 또는 집단 
소송을 허용합니다; 정부 공무원만이 일반 
대중을 대신해서 이 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영향: 이 법안이 주정부에 미치는 
재정적인 영향은 법원 업무량의 증가 또는 감소, 
그리고 전용한 자금을 회수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로서는 추정할 수 없습니다. 
지방정부에 발생 가능한 비용은 전용한 자금을 
회수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로서는 
추정할 수 없습니다.

찬성

반대

65-지방정부 자금 및 세입
지방정부 자금, 세입. 주정부 명령.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지방정부의 수수료/조세 수입을 
줄이려면 유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채무가 결정된 후 180 일 내에 지방정부에 
상환하지 않는 경우 주정부 명령의 정지를 
허용합니다. 재정적인 영향: 이 법안이 승인되면 
지방정부의 세입이 장기적으로 연간 수십억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세입은 주정부의 재정 자원을 
비슷한 금액만큼 감소시킬 것입니다.

찬성

반대

66-"삼진법"에 대한 제한
"삼진법"에 대한 제한. 성범죄. 처벌. 주민 발의 
법안. 폭력적 및/또는 중대한 중죄에 대한 
"삼진법"의 적용을 제한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른 재선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특정한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재정적인 영향: 장기적으로, 주정부는 주로 교도 
시스템과 관련된 비용을 연간 수 억달러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매년 천만달러 이상의 지역 
구치소 및 법원 관련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찬성

반대

67-응급치료서비스 자금제공
응급 치료 서비스. 자금 제공. 전화 할증료.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및 법안. 응급실 의사, 병원 
응급실, 지역사회 병원, 응급 요원 교육/장비 및 
911 전화 시스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전화 
할증료를 인상하고 다른 자금을 배정합니다. 
재정적인 영향: 의사와 병원에 지급하지 않은 
응급 치료 서비스 및 특정한 다른 목적과 관련된 
비용을 상환하기 위해 연간 약 5억 달러의 
주정부 세입을 증가시킵니다. 의사와 병원에 
지급하지 않은 치료비를 상환하기 위해 주정부 
자금에서 3천 2백만 달러를 계속 지출합니다.

찬성

반대

68-인디언 부족 게임 협약 개정
비-인디언 상업용 도박 확대. 인디언 게임 협약 
개정. 세입, 세금 면제.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및 
법안. 인디언 협약의 개정을 승인합니다. 인디언 
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16개 비-인디언 
업소에 카지노 게임을 허가합니다. 게임 수입의 
일부로 정부 서비스에 자금을 제공합니다. 
재정적인 영향: 주로 지방정부에 도박 수입이 
증가 - 매년 약 10억 달러이상 증가 가능 - 하여 
특정한 추가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인디언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매년 총 
수억 달러의 수입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찬성

반대

69-DNA 표본, 수집, 
데이터베이스 자금제공
DNA 표본. 수집. 데이터베이스. 자금 제공. 주민 
발의 법안. 모든 중범자와 특정 범죄를 저질러 
체포되었거나 기소된 다른 범죄자들로부터 
DNA 표본을 수집하여 주정부 DNA 
데이터베이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 제공에 
대한 규정을 제정합니다. 재정적인 영향: DNA 
표본을 처리하기 위한 주정부의 순비용은 
이러한 비용이 완전히 실현될 경우 거의 매년 
2천만 달러에 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비용은 수입에 의해 완전히 
상쇄되고도 남을 것으로 추정되며, 추가 수입을 
DNA와 관련된 다른 활동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찬성

반대

양쪽을 모두 투표하십시오.

양쪽을 모두 투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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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총선거 공식 투표지
Korean

오렌지 카운티
2004년 11월 2일 Precinct

70-인디언 부족 게임 협약 
게임 독점권.
인디언 게임 협약. 게임 독점권. 주정부에 대한 
납부.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및 법안. 인디언 
부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지사는 99년 
협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인디언 부족은 순 게임 
수입의 일정 비율을 주정부에 납부하는 대가로, 
인디언 카지노 게임을 확대하고 독점적으로 
영위합니다. 재정적인 영향: 인디언 부족이 
주정부에 납부하는 금액에 대한 영향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납부금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금액은 매년 수천만에서 수억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찬성

반대

71-줄기세포 연구. 자금제공. 
공채
줄기세포 연구. 자금 제공. 공채.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및 법안. 이 법안은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를 규제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캘리포니아 
재생 의학 연구소(California Institute for 
Regenerative Medicine)"를 설립하고, 그러한 
연구를 수행하는 헌법상의 권리를 제정하고, 
감독 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 
생식 복제 연구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재정적인 영향: 공채의 원금(30억 
달러)과 이자(30억 달러)를 모두 상환하기 위해 
향후 30년 간 약 60억 달러의 주정부 비용이 
발생합니다. 주정부는 매년 평균적으로 약 2억 
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찬성

반대

72-의료보험 혜택 적용범위 
요건
의료보험 혜택 적용범위 요건. 주민 투표. 
중대기업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특정한 
근로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에 대해 "찬성" 투표를 하면 이 
법안을 승인하고 "반대" 투표를 하면 이 법안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영향: 주로 민간 
의료보험 보험료를 지불하는 주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상당히 많은 금액의 지출이 
주로 고용주가 지불하는 비용에 의해 완전히 
상쇄됩니다. 카운티의 보건 프로그램 비용이 
상당히 절감됩니다. 공공 부문 고용주들의 
의료보험 비용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주정부의 
순세입이 상당히 감소합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전체적인 순 절감 금액이나 비용은 
알 수 없습니다.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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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공란으로 남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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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HEIM 통합 중등 교육구 

교육위원회 위원

BRIAN O'NEAL
직업 : 학부모 , 퇴직 사업가 , Anaheim 통합 중등 교육구 교육위원회 위

원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저는 우리 캠퍼스를 안전한 학습장소로 만들고 현대
화와 신축을 통해 모든 캠퍼스의 학습환경을 개선하며 교육구 전체의 시험성
적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교육구의 목표를 지지합니다 .
법안 제 Z호 공채발행 추진운동본부 공동의장으로서 저는 교육구가 모든 학교
를 더 좋고 안전한 학습환경으로 만드는 개선작업 소요자금 2억 5,000만여달
러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
교육위원회에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 대학이나 취업 모두를 준비할 수 있도록
투표했습니다 . 모든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학
생들이 성공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과 같은 취업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합니다 .
저는 존중이나 책임감 같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가르쳐서 우리 학생들
에게 장래를 준비시키는 데 열성적인 교사들을 고용하고 보유함으로써 우수
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
읽기는 교육의 기초이며 저는 모든 학교의 모든 학생들을 위한 읽기 개선 프로
그램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 학부모의 경우에도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읽기 개선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
교과과정 개선의 지원 , 유능한 교사의 채용과 유지 활동을 계속 추진하겠습니
다 . 이들 목표를 계속 달성하고 싶습니다 . 여러분의 한 표를 부탁 드립니다 .

ANAHEIM 통합 중등 교육구 

교육위원회 위원

KATHERINE H. SMITH 
직업 : 현임 교육위원회 위원 /여성사업가
경험 , 목적 및 계획 . 저는 Anaheim 통합 중등 교육구 교육위원회에서 2회 연
달아 연임했으며 "요령을 알고 있습니다 ". 제 목표는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은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
현재 우리 학교들의 캠퍼스는 5분 청소벨과 화장실 개축으로 안전하고 청결합
니다 . '소중한 인격과 존중 (Character Counts and Respect)' 프로그램으로 교육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 개인적인 능력개발을 위해 저는 매일 학생들에게 침묵
의 시간과 영감 어린 글귀에 대한 명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 교육적인 옷차림
으로 교실 내 학생들의 행동을 개선했습니다 .
모든 학생들이 만족스러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거래 /기술 관련 교육훈련을
새로 재도입하는 과정을 지휘했습니다 .
늘어나고 있는 학생 수를 소화하고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구 내 학교
들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 모든 작업이 예산에 맞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제가 애써 온 Oxford 아카데미는 우리 수도 워싱턴에서 전국 30대 모범학교로
꼽혔습니다 . 캘리포니아에서는 2 위에 해당합니다 . 저는 앞으로의 경제현실
에서도 우리 교육구의 높은 학업기준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
저에게 표를 주신다면 Anaheim 통합 중등 교육구가 앞으로 4년 동안에도 계속
교육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제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돕는다는 것을 의
미합니다 .

ANAHEIM 통합 중등 교육구 

교육위원회 위원

DENNIS T. DOI 나이 : 55 세
직업 : 퇴직 코치 ,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 학부모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학부모로서 저는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면
Anaheim 통합 중등 교육구의 안전과 우수한 학업성취도를 촉진하겠습니다 .
교육예산 지출을 감시하고 제 시간을 지역사회 , 학부모 및 학생들 문제에 바치
겠습니다 .
전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저는 교육위원회에 건전한 판단력 , 신선한 시각 ,
자상함과 이해심 , 재정 관련 지식을 선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
저는 시민감시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면서 학교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Anaheim 통합 중등 교육구 공연예술재단 재무관으로서 모금작업에도 적
극적으로 참여했으며 학부모자문협의회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수행한 자원봉사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에 한정되지 않
음 ). PTSA 차석 부회장 , 옥스퍼드재단 이사회 , 복습교재위원회 , 중학교 육상팀
코치 , 적극적인 키와니스 클럽 회원 , 건강과 교육 촉진의 지지자 .
전임 교육위원회 위원 당시에 저는 Anaheim 통합 중등 교육구 내 모든 학교를
방문하여 여러 교내 학생단체와 대화했으며 , 이번에 선출된다면 학생들 , 학부
모 , 지역사회와의 대화를 속행하는 능력 있는 교육위원회 위원이 되겠습니다 .
여러분의 한 표를 부탁 드립니다 .

ANAHEIM 통합 중등 교육구 

교육위원회 위원

E.M. (SPEED) CASTILLO
직업 : 퇴직 교육가 /퇴역군인
오랫동안 교육자로서의 귀중한 경험을 쌓은 E.M. "Speed" Castillo씨는 탁월한
교육위원회 위원이 될 것입니다 . 여러분에게 주는 그의 공약은 "아이 제 1주
의 " 입니다 .
Speed와 그의 가족들은 45년 동안 우리 교육구에서 살았습니다 . 아들과 딸은
Anaheim 통합 중등 교육구의 자랑스러운 졸업생들입니다. 교육학 석사학위를
가진 퇴역군인으로서 그는 우리 학교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실제
사회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교육자로 일하는 동안 Speed는 교사로 , 상담가
로 , 행정직원으로 특수 프로젝트 관리자로 일했습니다 . 최근에는 캘리포니아
학교간 연맹 (California Interscholastic Federation) 으로부터 " 우수서비스상
(Distinguished Service Award)"을 받았습니다 .
Speed Castillo씨는 말합니다 . "나는 항상 개방정책으로 운영에 임했습니다 .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다면 이 정책을 계속 펴나갈 것입니다 . 저는 학생
들에게 아주 높은 학업기준을 기대하고 있고 이는 교사들이나 교장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 제가 역점을 둘 사항은 학교 공채기금을 포함하여 교육구 예
산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운영하면서도 모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
하는 일입니다 . 정중하게 여러분의 한 표를 부탁 드립니다 ."
Anaheim 통합 중등 교육구 전역 (Anaheim, Buena Park, La Palma 및 Stanton)의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합류하여 E.M. "Speed" Castillo를 지지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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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HEIM 시 교육구 

교육위원회 위원

JAMES VANDERBILT-LINARES
직업 : 주정부 교육전문가 /Anaheim 기획위원회 위원
저는 운좋게도 Anaheim 시 교육구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 우리 지역의 초
등학교에서 시작된 저의 교육은 CSUF 대학에서 공공재정에 중점을 둔 행정학
석사학위 취득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 저는 오랫동안 세금을 내온 우리 교육구
의 모든 납세자들에게 제 교육을 가능하게 만들어 준 빚을 지고 있으며 이제
제 과거 및 현재의 지역사회 문제 관여를 통해 받은 것을 돌려줄 수 있다고 강
력히 믿고 있습니다 .
현재 저는 교육구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현대화 프로젝트를 감시하는 기구인
Anaheim 시 교육구의 자율적인 시민감시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우리의
활동 덕택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집행했고 프로젝트를 정해진 시기에
끝낼 수 있었다고 보고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
여러분이 지지해 주시면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납세자의 세금이 가장 효과
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지역사회에 관련된 다른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Anaheim 기획위원회 위원장 (5년 ).
Anaheim 초등학교를 위한 시민의 모임 재무관 (Treasurer).
Anaheim 공립도서관재단 이사회 이사 (4년 ).
Anaheim 지역사회 서비스 이사회 이사 (8년 ) 역임 .
Anaheim 공원 & 레크레이션 부서의 레크레이션 담당 부서장 역임 .
Price & Henry 초등학교에서 수학 .
미국 해군 특수부대 퇴역군인 .

James Vanderbilt-Linares: 신뢰를 받고 있고 경험 많으며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ANAHEIM 시 교육구 

교육위원회 위원

SUSAN R. PREUS 나이 : 49 세
직업 : 교육위원회 위원
저는 학생들 교육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험으로는 교육학 학사학위 , 유치원에서 12 학년까지
의 특수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사자격증 , 8년 동안의 Anaheim 시 교육구 교
육위원회 위원 재직 , 캘리포니아 교육위원회 협회 (CSBA)의 관리학 석사학위
프로그램 (Masters in Governance Program) 이수 , Leadership Anaheim 프로그램
참가 , 상공회의소 여성분과위원회 , 공원레크레이션위원회 위원 등을 들 수 있
습니다 . 많은 PTA직 (학교 /협의회 /지구 )을 역임했으며 1998 학교 공채발
행 추진운동본부의 공동의장을 맡았습니다 .
저는 1983년 이후로 주택소유자로서 유서깊은 제 Anaheim 집에서 살았습니
다 . 아이들은 Anaheim 공립학교를 다녔습니다 .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을 달성했습니다 .
균형예산의 유지
5개 학교의 개교 , 4개 학교의 현대화 , 2개 학교의 재건축
기본능력 및 영어 습득 새 기준의 확립
학교 결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도 향상
1억 1,100만 달러 규모의 공채발행 통과
시험성적의 지속적인 향상
주정부로부터 우수학교상 수상 (Barton)
Anaheim Achieves 방과후 프로그램의 개시
New Teacher Academy를 포함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의 운영
교실 컴퓨터 기술 도입을 위한 600만 달러 보조금 확보
적십자로부터 비상사태 대비능력상 수상 
달성한 실적이 많습니다만 더 많은 기회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 우리는 계속
엄격한 교과과정을 운영해야 하며 시설을 개선하고 교육구 직원의 능력을 개
발하고 안전한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역사회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 우리
학생들은 내일의 기술을 익힐 준비를 해야 합니다 .
교육구는 건전한 경영원칙 하에 운영되어야 하며 사명을 가르치는 아이들을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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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HEIM 시
 시의회 의원

GEORGE CHARLES JOHNSON
직업 : 정년퇴직 /사업가
주민으로서 사업가로서 저는 제가 아주 끔찍히 사랑하는 지역사회에 돌려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저는 40여 년 동안 Anaheim에서 사업을 하다가 현재
는 은퇴를 했고 35여 년 동안 Anaheim에서 살았습니다 . 여기에서 결혼했으며
아이들도 여기에서 태어났습니다 .
1857년에 설립된 Anaheim 시는 단연 미국에서 가장 좋은 도시 그룹에 속합니
다 . 저는 기업 , 주민 , 시장 및 시의회와 협력하여 우리 시가 계속 이렇게 가고
한층 향상될 수 있게 함으로써 Anaheim을 최상의 도시로 유지하는 데 기여하
겠습니다 . 저는 현재 우리 시에 헌신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
습니다 . 시의회 의원이 되면 저는 교통 , 과다개발 , 상수도 , 거리 상황 , 학교 ,
낙서 , 삶의 질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자격 : 
Anaheim 주민
미국 국민
지지자 : 
동료들
Anaheim 시민 
가족
친구 
이력 :
소기업 사업주 
Broadmoor 주택소유자 협회 이사
Riverbend 주택소유자 협회 이사 
Mater Dolorosa 수양관 부관장 
Anaheim 상공회의소 대사 
San Antonio 교회 /사목회 이사
CHCC/7월 4일 엑스트래버갠저 사진사
여러분에게 봉사하는 특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한 표를 부탁 드립니다 . 
www.vote4georgejohnson.com.

ANAHEIM 시
시의회 의원

STEFANIE O'NEILL
직업 : 여성사업가

"Stefanie의 경험 , 방대한 지역사회 활동 , 에너지를 볼 때 그녀는 이제 시의회
에서 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Anaheim은 Stefanie O'Neill이 필요합니다 ." -
Frank Makowski 

이력 :
평생 Anaheim에 거주
성공한 사업가 및 부동산 중개인
Canyon을 염려하는 시민들의 모임 회장
Orange 카운티 구제단 (Orange County Rescue Mission)의 Anaheim "모텔 거
주 영세가정 "을 위한 아웃리치 (현장방문 )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Canyon Hills 지역사회 협의회 (Community Council) 부회장 역임

Stefanie의 우선순위 :
우리 경찰관들이 좀더 공격적으로 지역사회 내 범죄 , 폭력조직 , 마약 등과의
싸움에 치중할 수 있도록 공공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 제가 가장 큰 역점을 두
고자 하는 사항은 경찰관을 증원하기 위한 추가기금을 조성하고 어떤 상황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훈련과 장비를 경찰관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
Anaheim가 앞으로 인구밀도가 낮고 우리 시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어울리도록
성장하게 함으로써 우리 근린마을 (Neighborhood)을 보호하겠습니다 . 안전하
고 개선된 공원을 위해 일할 것이며 모든 Anaheim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
레크레이션 센터 , 종합체육시설을 늘리겠습니다 .
현재의 지출을 정밀 조사하고 Anaheim의 주민이나 사업가들의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Anaheim 의 일반기금을 늘릴 수 있는 대체 수입원을 개발하여 정부
지출을 억제하겠습니다 .
"Stefanie O'Neill은 일을 꼭 해냅니다 . 그녀는 Anaheim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 - David Magee
www.stefanieoneill.com

Stefanie O'Neill에게 표를 주십시오 .

ANAHEIM 시
시의회 의원

RICHARD "DICK" LAROCHELLE 나이: 56세 
직업 : 전직 Anaheim 규정집행관 및 감독자 (은퇴 ) 
50년 동안 Anaheim에 거주했으며 지난 29년 동안 Anaheim 규정집행관으로
일했습니다 . 
우리 근린마을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근린마을 기반시설이 점점 노후화되고
있다는 것과 시정부에게 근린마을 기반시설의 유지 개선을 촉구하는 주민들
의 노력이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 보도가 깨지고 표
지판은 희미해지거나 녹이 슬었으며 재포장하거나 도색한 거리도 거의 없었
습니다 . 근린마을 거리의 조경을 리조트처럼 만들겠다는 계획은 어디 갔습니
까 ?
우리의 수입원인 디즈니랜드 , 리조트 , 컨벤션센터 , 연못 , 경기장 , 과수원 , 공
익설비 등을 갖추고 있는 우리 지역은 미국에서 가장 우수한 근린마을을 가지
고 있어야 합니다 . 그러나 우리 근린마을들은 Orange 카운티에서 평균에도 미
치지 못합니다 !
Anaheim 은 수백만 달러를 리조트에 쏟아부었습니다 . 리조트는 과연 훌륭한
면모를 갖추고 있고 시를 위해 많은 돈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 이제 근린마을에
도 동일한 정도로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
주민들은 시정부가 그 돈을 다시 주민 ,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근린마을에 투자하
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 이제 시를 다시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 저는 모든 투표에서 근린마을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 이
제 근린마을입니다 !
www.electlarochelle.org에서 제 세부계획을 봐 주십시오 .계획이 맘에 들거나
무시당하는 것에 더럭 짜증이 일면 LaRochelle 에 투표하여 우리 모두를 도와
주십시오 .

ANAHEIM 시
시의회 의원

JERRY O'CONNELL 나이 : 49 세
직업 : 사업가 , 기획위원회 위원
Jerry O'Connell은 미국과 Anaheim을 위대하게 만드는 작업의 모델입니다 !
1983년에 Jerry는 Pacific Coast Sightseeing Tours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 버스
한 대와 근면과 결단력으로 시작하여 Jerry는 현재 버스가 77대이고 종업원이
200명인 큰 회사를 Anaheim에 건설했습니다 .
지난 10 년 동안 Jerry O'Connell 은 이를 지역사회에 돌려주기 위한 활동도 왕
성하게 벌였습니다 . Jerry는 2년 동안 YMCA 자금모집 운동본부 공동의장을
맡았습니다 . 프로비던스 언어청력센터 (Providence Speech and Hearing) 소장
을 역임했습니다 . Anaheim 지원연맹으로부터 2000 년 지역사회 상을 수상했
습니다 .
Jerry 는  교회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Anaheim 청소년 스포츠를
지도하는 데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Jerry 는 Anaheim 상공회의소 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Anaheim 관광국
(Anaheim Convention Bureau) 국장 , Anaheim 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시의회 의원이 되면 Jerry가 우선적으로 추진할 세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지역의 거리와 5번 , 57번 , 91번 연결구간의 교통정체구역의 해결
우리 지역 법률집행기관에게 범죄와 테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도구 제공
 Anaheim을 기업 및 직장에 보다 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성

11월 2일에 Anaheim에 이미 변화를 가져온 사람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 Jerry
O'Connell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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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HEIM 시
 시의회 의원

LORRI GALLOWAY
직업 : 아동학대예방기구 전무이사
5월에 저는 Anaheim 유권자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가장 중요한지를 묻는 우
편물을 시 전역에 보냈습니다 . 
여러분의 답변을 보니 근린마을과 공공장소의 안전을 위해 경찰과 소방 인원
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 91번 프리웨이가 우리 주에서 극
심한 정체구역 중의 하나이며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 또한 주
택공급의 필요성도 중대한 문제이고 신중하게 개발해야 한다는 것도 지적했
습니다 . 여러분이 지적하신 문제가 바로 제 의정일정입니다 .
20 년 동안 비영리 아동학대방지기구의 이사로 일하면서 저는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고 자산을 활용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 재정적
인 보수주의자가 되는 것은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 저는 지방정부 , 주정부 및
연방 입법자들과 함께 일을 추진해 본 검증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 독
특한 경력을 Anaheim 주민들에게 선사하겠습니다 .
Anaheim 전역의 시민들이 저를 지지해주시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
시장 Curt Pringle, 시장대행 Richard Chavez, 시의회 의원 Tom Tait, Anaheim 소
방관 협회 , 기타 많은 Anaheim 리더들 또한 저를 지지했습니다 .
저는 가난하고 곤궁하며 대접이 미흡한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주민의 삶의 질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 Anaheim 주민들에게 계속 봉사할 수 있으면 영광이겠
습니다 .

ANAHEIM 시
시의회 의원

JOHN R. KARCZYNSKI
직업 : 사업가 /지역사회 지도자
유권자 여러분 ,
11월 2일에 우리 시는 2년에 한번씩만 주어지는 기회 , 즉 우리를 대표할 시의
회 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
올해의 선거는 과거 선거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 우리는 시청에서 정당의 이익
이 우리를 대표하는 것이 좋은지 지역사회의 이익이 우리를 대표하는 것이 좋
은지 결정해야 합니다 .
Anaheim의 제 3세대 주민으로서 헌신적인 지역사회 지도자로서 저는 진정한
화합의 목소리를 지역사회에 제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우리 시에 대
한 열정은 WAND, Canyon Hills 상공회의소 , Anaheim 주택공급재개발위원회
등의 단체에서 열성적인 리더로 활동했던 제 경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이
단체들은 모두 Anaheim 전체를 위해 더 좋은 지역사회를 건설하는 일에 적극
관여하고 있습니다 .
시의회 의원이 되면 ,
항상 문호개방정책을 유지하여 여러분의 관심사를 경청하고 지원을 제공하겠
습니다 .
어려운 이 때에 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 및 소방 기능을 강화하겠습니
다 . 
제가 참가하는 모든 투표에서 여러분 Anaheim 유권자들에게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원과 Anaheim 을 향한 저의 헌신적인 정열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찬란한 미래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
감사를 드리며 하느님의 가호를 빕니다 .

ANAHEIM 시
시의회 의원

LUCILLE KRING
직업 : Anaheim 여성사업가
저는 지금 여러분이 제가 Anaheim을 위한 다음과 같은 비전을 속행할 수 있도
록 저를 다시 시의회 의원으로 선출해주시겠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

Anaheim 을 미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 , 안전하고 아름다우며 힘차고 생산
적인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
경찰관을 늘리고 지역사회 경찰기능을 강화하며 시립 교도소에 연방이민국
(INS) 수사관을 배치하여 범죄를 줄이겠습니다 . 
정부에 재정적 책임성과 효율성을 구현하겠습니다 .
직장과 주택을 마련하면서도 근린마을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성장을 추진하
겠습니다 .
시정부와 교육구들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교육을 개선하고 더 많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
교통을 위한 장기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기획위원회 회의를 저녁으로 잡아서 지역사회의 참여를 높이겠습니다 . 
저는 1998-2002 동안 여러분의 시의회 의원으로서 많은 일을 달성했습니다 .

2.85% 인 유틸리티 (Utility) 세금을 폐지하는 데 성공하여 매년 7백만 달러의
세금을 절감했습니다 . 
세금 인상에 대해 찬성 투표해 본 적이 결코 없습니다 .
보도 , 거리 , 하수도 , 공원 , 도서관 , 경찰 /소방 자원의 개선을 위해 투쟁했
습니다 . 
근린마을의 미화 /경제부흥 사업에 찬성 투표했습니다 .
Anaheim Hills의 공지를 보존했습니다 .
시의회 경험이 있고 로터리 클럽 회원이며 Anaheim 상공회의소 , 메모리얼 메
디컬 센터 , YMCA, Canyon Hills 지역사회 협의회 (Community Council) 등의
이사회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 남편과 저는 15년 동안 Anaheim에 살고 있
습니다 . 
이웃과 함께 여러분이 아는 이름 , 여러분이 신뢰하는 이름인 Lucille Kring 에
투표해 주십시오 .
공무수행은 일종의 특권입니다 . 여러분의 한 표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 
www.LucilleKring.com                          (714) 530-2366

ANAHEIM 시
시의회 의원

HARRY SIDHU 나이 : 47 세
직업 : 사업가 /예산위원회 위원
제 가족은 평생 Anaheim에 연관되면서 살았습니다 . Anaheim이 제공한 삶의
질 때문에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 지금 이 삶
의 질이 슬며시 빠져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저는 Anaheim의 미래를 염려
하고 있습니다 .
범죄는 증가하고 있고 교통은 악화되고 있으며 시정부는 반응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 저는 공원 확대 , 근린마을 미화 프로그램 , 시기 적절한 거리 보수를
지지합니다 .
제가 추진할 우선순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서가 근린마을 , 공원 및 학교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범죄 , 마약 , 법률집
행 및 폭력조직을 통제할 수 있는 자원을 갖출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
추한 광고판을 깨끗이 하고 문신 가게 , 주류점 및 황폐구역을 줄이며 교실 개
선을 위해 투쟁하고 초등학교를 위한 도서관을 신축 개관하겠습니다 .
역사적인 주택건물을 보존하겠습니다 .
저는 절대로 공과금이나 세금을 인상하는 데 찬성 투표하지 않을 것이며 법안
제 13호를 보호함으로써 재산세를 낮게 유지하겠습니다 .
제 목표는 Anaheim을 단합시켜 한 행복한 가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
지역사회 활동으로는 예산자문위원회 위원장 , Orange 카운티 주택공급위원
회 , Anaheim 소년소녀클럽 이사 등이 있습니다 .
여러분의 한 표를 부탁 드립니다 . www.joinhar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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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절약하십시오 !

• 견본 투표지에 기표할 사항을 표시한 후 투표소에 가져
가셔서 참고하십시오 .

• 투표소는 책자 표지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

• 가급적이면 오전이나 오후의 중간 시간대에 투표하십시
오 . 저녁에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없앨 수 있습
니다 .

• 투표소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장합니다 .

유권자 등록 사무소와 직원들은 선거당일 투표소에서
탁월하게 커뮤니티 봉사를 하시는 헌신적인 여러 투표
소 관리요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유권자 등록 사무소는 다가오는 선거에서 선거 관리요원
으로 일할 자원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선거 관
리요원으로 일하는 데 관심이 있으시면 자세한 사항을 
(714) 567-7580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십시오 .

투표소 관리요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더 많은 커뮤
니티 자원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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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등록 정보는 
정확합니까 ?

위 질문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
등록 사무소로 연락하여

등록양식을 요청하시거나 성명과 아파트 번호 , 
사서함 번호를정정하십시오 .

전화번호 (714) 567-7600

이사를 하셨습니까 ?

이름을 바꾸셨습니까 ?

이름의 철자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

아파트 번호가 잘못 기록되어 있습니까 ?

사서함 번호 (PO BOX) 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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