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중한 한 표. 소중한 권리.

모든 항목에 투표
하실 필요는 없습
니다! 선택 항목에 

투표를 하시면  
집계가 됩니다.

2020년 3월  3일  n  캘리포니아 주 예비선거

이 안내서를 다운로드하려면 easyvoterguide.org를 방문하십시오.  
이 안내서는 League of Women Voters® of California Education Fund 와 California State Library 가 공동으로 제작합니다.

2020년 2월 18일  이번 선거에 대한 유권자 등록 마감일

2020년 2월 25일   “우편 투표용지”를 신청하는 마지막 날

2020년 3월 3일   선거일    투표소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장합니다.

This guide is also available in English  n     Esta guía también está disponible en español   

Baûn höôùng daãn naøy cuõng coù baèng tieáng Vieät   n   本指南也有中文版

easyvoterguide.org 

유권자 등록 

유권자 등록을 하셔야만 3월 선거의 투표자 명부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본 선거의 등록 마감일은 2월 18일
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이고, 18세 이상이며, 현재 중죄로 인해 주 형무소나 연방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지 않
고 가석방자가 아니며, 법원으로부터 투표하는데 있어 정신적 무능력자로 판정내려지지 않았다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registertovote.ca.gov에서 온라인으로 등록 양식을 작성하거나 1-800-345-8683에 
전화하여 양식을 요청하십시오.

투표하기 위해 등록하실 때 “정당”을 선택할지 결정하십시오. 캘리포니아주에는 6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또는 정당 선택 없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마감일을 놓친 경우에는, 아무 투표소나 선거 관리 사무소를 찾아 가십시오. 선거일까지 등록과 투표를 
동일한 날에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투표소로 가시면, 귀하의 투표용지에 투표할 수 있는 모든 경합이 포함될 
것입니다. sos.ca.gov/elections/polling-place를 방문하셔서 해당 투표소를 찾으십시오.

2020년 3월 3일 예비선거 정보  

본 “예비”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11월 총선거에서 경합할 입후보자들을 선택합니다. 총선거에서 투표할 공직
은 다음과 같습니다:

n    대통령 
n    미 연방 하원 의원과 캘리포니아주 상하원 의원 
n    캘리포니아주 법안, 발의안 제 13호 학교 공채 
n    거주 지역에 해당되는 다른 입후보자 및 법안

votersedge.org/ca

http://www.easyvoterguide.org/
https://lwvc.org/
https://registertovote.ca.gov/
https://www.sos.ca.gov/elections/polling-place/
http://votersedge.org/ca
http://www.easyvoterguid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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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투표 
귀하께서 선택하신 정당이 귀하의 투표용지에 나올 대선 후보자들을 결정합니다. 

정당 선택없이 등록을 한 경우에도, 대선 후보자를 투표할 방법은 있습니다.
n   미국 독립당, 민주당, 자유당의 3개 정당은 3월 3일의 선거에서 “선호 정당이 없는” 유권자들이 그들의 

투표용지를 요청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n   그러나 녹색당, 평화 자유당, 또는 공화당의 대선 후보자들에게 투표하기를 원하면, 해당 정당을 선택하

여 반드시 재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선출 방법  
대통령

3월 선거의 유권자 투표용지에는 해당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3월 선거의 유권자 투표용지에는 위와 같은 공직
들의 모든 후보가 표시되어 있고, 어떤  
정당의 어떤 후보에게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각 정당의 당선자는 11월에 다른 정당의 당
선자와 경합합니다.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상위 2명의 후보는 11월에  
서로 경합합니다.
이러한 2명의 후보는 같은 정당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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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 방법 
n 연방 하원의원

n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   n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

 
현재 상황: 주정부가 공교육을 지원하는 방법 중 하나는 학교 건물을 짓고 수리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는 것입
니다. 그 재원은 보통 공채에서 나옵니다. 

발의안 제 13호   학교 및 대학 공채

발의안 제 13 호가 통과되는 경우 변경되는 사항: 발의안 제 13호
는 다음을 포함하는 학교 건물을 짓고 수리하는 것을 돕도록 주
정부에서 15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공채 발행을 허용합니다:  

n   유아 교육 시설 및 유치원에서 12학년 학교를 위한  
90억 달러

n   공립 대학 및 커뮤니티 칼리지를 위한 60억 달러
학교들은 새로운 건물을 짓고, 기존 건물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학생들의 주거지를 증가하는데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발의안 제 13호는 지역 교육구에서 자체적인 공채 발행을 통해 
이 기금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재원이 부족한 교육구는 또한 공
사비 지불 목적으로 주 정부에 추가 도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 예산에 미치는 영향: 주 정부는 향후 35년 동안 공채를 상환하
기 위해 매년 7억4천만불을 써야 합니다. 지방 정부에 미치는 영
향은 교육구와 대학에서 기존 건물의 수리와 새로운 건물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발의안 제 13호는 
캘리포니아 주의 학
교와 대학들을 안전
하게 만들기 때문에 
현명한 투자입니다.

•  발의안 제 13호의 
기금은 절실하게 필
요한 수리비를 지불
하고 보안을 개선하
는 데 도움을 줄 것
입니다.

•  유권자들은 학교를 
짓고 수리하는 데 
쓰도록 2016년에 
90억불을 이미 승
인했습니다. 

•  발의안 제 13호는 
교육구가 돈을 더 
차용하도록 해서 
그 결과 캘리포니
아 주의 모든 부동
산 소유주들의 세
금이 인상될 수 있
습니다.

발의안 제  
13 호에  
대한 반대 의견:

반대
발의안 제  
13 호에  
대한 찬성 의견:

찬성

공채란 무엇인가요?   공채란 건물 또는 교량 등과 같이 보통 오랫동안 사용하는 시설을 짓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돈을 차용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정부는 현재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공채를 발행하고 여러 해에 
걸쳐 이자와 함께 상환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