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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양면을 확인하십시오

제4 의회 지역구

제3 주 상원 지역구

제4 주 하원 지역구

 유권자 지침:
- 후보자에게 투표하려면, 해당 후보자 
이름 옆에 있는 상자를 검은색으로 칠
합니다. 경선 별로 맨 위에 기재된 인원
수보다 많이 투표하면 안 됩니다.

- 기명 투표 자격에 부합하는 후보자에
게 투표하려면,해당 기명 투표 적격 후
보자 줄 옆에 있는 상자를 검은색으로 
칠하고 그 줄에 후보자 이름을 정자체
로 기입합니다.

- 법안에 투표하려면, "찬성" 또는 "반
대"라는 낱말 옆의 상자를 검은색으로 
칠합니다.

-기표하다 실수한 경우, 투표 센터에서 
투표용지를 새로 받으면 됩니다. 아니면 
유권자 등록사무소에 (800) 649-9943
번으로 전화하여 안내를 받으십시오.

유권자 지명 공직 및 초당파적  
공직:
모든 유권자는 등록할 때 공개한 정당
의 선호도에 상관없이, 또는 정당의 선
호도를 밝히기를 거부함으로써, 유권자
에 의해 지명된 혹은 초당파적 공직 후
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
호하는 정당이 있다면, 유권자 공천 공
직으로 지명된 후보자는 후보자에 의해 
선택되며 유권자의 정보를 위해서만 표
시됩니다. 이것이 후보자가 해당 정당
의 공천 또는 지지를 받거나 해당 정당
이 후보자를 승인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는 않습니다. 무소속 공직에 출마한 후
보자의 선호 정당은 투표용지에 표시되
지 않습니다.

주

주지사
한 명에게만 투표

GAVIN NEWSOM(개빈 뉴섬)
선호 정당: 민주당
캘리포니아 한 명에게만 투표

BRIAN DAHLE (브라이언 달리)
선호 정당: 공화당
상원 의원/농부

부지사
한 명에게만 투표

ELENI KOUNALAKIS 
(엘레니 쿠나라키스 )
선호 정당: 민주당
부지사

ANGELA E. UNDERWOOD JACOBS 
(안젤라 E. 언더우드 제이콥스  )
선호 정당: 공화당
여성 사업가/부시장

총무처 장관
한 명에게만 투표

SHIRLEY N. WEBER 
(셜리 N. 웨버)
선호 정당: 민주당
임명 캘리포니아 총무처 장관

ROB BERNOSKY (랍 버노스키 )
선호 정당: 공화당
최고 재무책임자

회계감사원장
한 명에게만 투표

LANHEE J. CHEN (랜히 J. 첸 )
선호 정당: 공화당
재정 고문/교육자

MALIA M. COHEN (말리아 M. 코헨 )
선호 정당: 민주당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위원회 위원

재무부 장관
한 명에게만 투표

JACK M. GUERRERO (잭 M. 게레로)
선호 정당: 공화당
시의원/공인회계사/경제학자

FIONA MA (피오나 마)
선호 정당: 민주당
주 재무부 장관/공인회계사

법무부 장관
한 명에게만 투표

NATHAN HOCHMAN (네이선 하크먼 )
선호 정당: 공화당
법률 고문

ROB BONTA (랍 본타)
선호 정당: 민주당
임명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

보험청장
한 명에게만 투표

RICARDO LARA (리카르도 라라)
선호 정당: 민주당
보험청장

ROBERT HOWELL (로버트 하우웰)
선호 정당: 공화당
사이버 보안 장비 제조업자

조세형평위원회 위원 제1선거구

한 명에게만 투표
JOSE S. ALTAMIRANO 
(호세 S. 알타미라노) 
선호 정당: 민주당
비즈니스 운영 관리자

TED GAINES (테드 게인즈)
선호 정당: 공화당
조세형평위원회 위원

이 투표지에는 두 석의 연방 상원 의원직에 대한 
경선이 있습니다.

	̄ 하나는 2029년 1월 3일에 정규 6년 임기가 
끝나는 경선입니다.

	̄ 다른 하나는 2023년 1월 3일에 현 임기의 
잔여 임기가 끝나는 경선입니다

귀하는 두 경선 모두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UNITED STATES 상원 의원

연방 상원 의원
전 임기

한 명에게만 투표
MARK P. MEUSER (마크 P. 모이서)
선호 정당: 공화당
헌법 전문변호사

ALEX PADILLA (알렉스 파디야)
선호 정당: 민주당
임명 연방 상원의원

연방 상원 의원
부분/잔여 임기

한 명에게만 투표
MARK P. MEUSER (마크 P. 모이서)
선호 정당: 공화당
헌법 전문변호사

ALEX PADILLA (알렉스 파디야)
선호 정당: 민주당 
임명 연방 상원의원

연방 하원의원 

연방 하원의원 제4선거구

한 명에게만 투표
MIKE THOMPSON (마이크 톰슨)
선호 정당: 공화당
시의회 의원

MATT BROCK (맷 브록)
선호 정당: 민주당
수도 시설 수퍼바이저

주 하원의원

주 하원의원 제4선거구

한 명에게만 투표
CECILIA AGUIAR-CURRY  
(세실리아 아귀아르-커리)
선호 정당: 민주당
주 하원의원/농부

BRYAN PRITCHARD (브라안 프리차드)
선호 정당: 공화당
와인메이커/사업주

사법부

캘리포니아 대법원장

대법원 판사 PATRICIA GUERRERO 
(패트리시아 게레로)가 법에서 규정한 
임기 동안 캘리포니아 대법원장직에 
선출되어야 합니까?

찬성

반대

대법원 판사 

대법원 판사 GOODWIN LIU (굿윈 
류)가 법에서 규정한 임기 동안 대법원 
판사직에 선출되어야 합니까?

찬성

반대
대법원 판사

대법원 판사 MARTIN J. JENKINS 
(마틴 J. 젠킨스)가 법에서 규정한 임기 
동안 대법원 판사직에 선출되어야 합
니까?

찬성

반대

대법원 판사

법원 판사 JOSHUA P. GROBAN (조
슈아 P. 그로반)이 법에서 규정한 임기 
동안 대법원 판사직에 선출되어야 합
니까?

찬성

반대

판사, 항소 법원, 제3지구

판사 STACY BOULWARE EURIE (스
테이시 불웨어 유리)가 법에서 규정한 
임기 동안 항소 법원 판사직에 선출되
어야 합니까?

찬성

반대

판사, 항소 법원, 제3지구

판사 LAURIE M. EARL (로리 M. 얼)
이 법에서 규정한 임기 동안 항소 법원 
판사직에 선출되어야 합니까?

찬성

반대

판사, 항소 법원, 제3지구

판사 HARRY HULL (해리 헐)이 법에
서 규정한 임기 동안 항소 법원 판사직
에 선출되어야 합니까?

찬성

반대

판사, 항소 법원, 제3지구

판사 PETER KRAUSE (피터 크라우
스)가 법에서 규정한 임기 동안 항소 법
원 판사직에 선출되어야 합니까?

찬성

반대



78
46

 v
0

투표용지 복사본
Yolo 카운티

2022년 11월 8일, 총선
제60선거구

투표용지 양면을 확인하십시오

2/2페이지

학교

공교육 교육감
한 명에게만 투표

TONY K. THURMOND  
(토니 K. 써몬드) 
공교육 교육감

LANCE RAY CHRISTENSEN		
(랜스 레이 크리스턴슨)			
교육 정책 임원

기명 투표

Woodland  공동 통합 교육구
운영 이사회 위원

신탁 지역 2

한 명에게만 투표
EMILY MACDONALD		
(에밀리 맥도널드) 
학부모

JAKE WHITAKER	(제이크 위태커)
현직

기명 투표

시

Woodland 시
시의회 의원

지역구 3
한 명에게만 투표

TANIA GARCIA-CADENA  
(타니아 가르시아-카데나)

기명 투표

발의안  27

원주민 보호구역 외부에서 온라인, 모바일 
스포츠 도박 허용. 발의 헌법 개정 및 법령. 
미국 원주민 부족 및 제휴 사업체가 원주민 
보호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온라인/모바
일 스포츠 도박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용.  
규제 비용, 노숙자 프로그램, 참여하지 않
는 부족 등에 소득 운용. 재정적 영향: 주 정
부 소득이 수억 달러 증가할 수 있으나, 연
간 5 억 달러를 초과할 가능성은 희박합니
다. 소득 중 일부를 주 정부 규제 비용을 지
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용은 
연간 수백만 달러에 달합니다.

찬성

반대

발의안  28

공립학교 미술, 음악 교육에 추가 기금 제
공. 법률 발의안. 공교육 기관 전체(차터스
쿨 포함)를 대상으로 미술 및 음악 교육을 
위해 추가적인 주립 일반 기금 제공. 재정
적 영향:내년부터 공립학교 미술교육에 연
간 약 10억 달러의 주 정부 비용을 추가 투
입합니다.

찬성

반대

발의안  29

신장 투석 클리닉에 면허를 소지한 전문 
의료인을 현장 배치하도록 필수로 지정하
고 여타 주 정부 요구 사항 정립. 법률 발의
안. 치료 중 전문의, 전문 간호사 또는 보조 
의사가 현장에 동석하도록 규정. 클리닉에
서 전문의의 지분 내역을 공개하고 감염 
데이터를 신고해야 합니다. 재정적 영향: 
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 비용이 연
간 수천만 달러 더 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찬성

반대

발의안  30

2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여 공기 오염 및 산불 예방 
프로그램에 기금 제공. 법률 발의안. 세입
을 무공해 자동차 구매 우대 제도, 차량 충
전소 및 산불 예방 등의 프로그램에 할당. 
재정적 영향: 주 정부 세입을 연간 35 억 
달러에서 50억 달러까지 늘릴 수 있고, 새 
기금은 무공해 자동차 프로그램, 산불 대
응 및 예방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찬성

반대

시

WOODLAND 시
법안 J

Woodland 시의회 의원의 급여를 월 
250 달러에서 500달러로 인상하고, 향후 
주 정부 법에 따른 시 조례로 조정하는 것
이 좋겠습니까?

찬성

반대

WOODLAND 시
법안 K

법 집행, 공원, 청소년/고령자 서비스 및 도
로 정비 등 시 정부 서비스를 개선하고 일
반적인 정부에서의 사용 목적으로 대마초 
사업체에 부과하는 세금을 총수입액의 최
고 10%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할까
요?(유권자가 해지할 때까지)

찬성

반대

투표용지 끝

발의안  31
특정 가향 담배 제품의 소매 판매를 금지
하는 2020년 법률에 대한 국민 투표. 특
정 가향 담배 제품의 소매 판매를 금지한 
2020년 법률에 대하여, "찬성"에 투표하면 
승인, "반대"에 투표하면 거부하는 것이 됩
니다. 재정적 영향: 주 정부에 납입되는 담
배 세입이 연간 수천만 달러에서 연간 약  
1억 달러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찬성

반대

유권자에게 제출된 법안
주

California 주

발의안  1

헌법상의 낙태권. 입법부 헌법 개정. 
California 헌법을 개정하여 개인의 낙태
할 자유를 기본권으로 명확히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낙태를 선택할 기본권, 피임을 
선택 또는 거부할 기본권을 포함합니다. 
이 개정안은 California 헌법에 따른 프라
이버시 및 평등한 보호에 관한 기존 권리
의 범위를 좁히거나 이를 제한하지 않습니
다. 재정적 영향: 주 정부 법에 따라 이미 
낙태권이 보장되므로 직접적인 재정적 영
향은 없습니다.

찬성

반대
발의안  26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대면 룰렛, 주사위 게
임, 스포츠 도박 허용. 헌법 개정 발의안 및 
법안. 이외에 특정 경마장 장내에서 스포츠 
도박, 몇몇 도박 관련 법률을 적용하기 위한 
사적 소송 제기 허용. 일반 기금, 도박 중독 
프로그램, 집행 등에 소득 운용. 재정적 영향: 
주 정부 소득이 증가합니다. 증가 규모는 연
간 수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인상분은 연간 수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찬성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