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가 수령하신 본 유권자 정보 안내서는 귀하의 선호 언어에 따라 발송되었습니다.  
영어 원문 안내서도 사전에 수령하셨을 것입니다.  

한국어 유권자 정보 안내서 수령을 취소하시려면 714-567-7600으로 전화주십시오.

WESTMINSTER시WESTMINSTER시

특별 소환 선거특별 소환 선거
2020년 4월 7일 화요일

우편투표는 3월 9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견본 투표지 &
유권자 정보 안내서

투표 센터, 투표용지 투입함 및 연장된 투표 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체사항은 ocvote.com/votecenter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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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선거가 달라졌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부를 참조하십시오

선거가 달라졌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부를 참조하십시오

혹은 2020년 3월 28일 -  
4월 7일 사이 Westminster내
어느 투표 센터에서나  
직접 투표하십시오

집에서 투표하시고 우편 
또는 안전한 투입함에  
반납하십시오

이제 모든 유권자는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수령
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유권자는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수령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집에서 기표하시고 
우편 (우표는 필요하지 않음) 또는 안전한  
투입함을 통해 반납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는 11일동안 지속됩니다! 2020년 3월  
28일부터 4월 7일 사이 Westminster시내 투표 
센터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와 시간은   
ocvote.com/votecenter를 참조하십시오.

이번 선거의 이번 선거의 
투표 방법이 달라집니다!투표 방법이 달라집니다!

3월 28일부터 3월 28일부터 
4월 7일까지 4월 7일까지 
11일 기간내 11일 기간내 

직접 투표직접 투표

우편투표 용지를  우편투표 용지를  
통한 통한 

집에서 투표집에서 투표
또는또는

ocvote.com/mailocvote.com/mail ocvote.com/votecenterocvote.com/votecenter



REGISTRAR OF VOTERS
1300 South Grand Avenue, Bldg. C

Santa Ana, California 92705
(714) 567-7600

FAX (714) 567-7644
ocvote.com

NEAL KELLEY
Registrar of Voters

Mailing Address:
P.O. Box 11298
Santa Ana, California 92711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714) 567-7600 또는 ocvote.com/help을 참조하십시오

친애하는

올 해 선거가 달라집니다! 본 유권자 정보 안내서는 2020년 4월 7일 Westminster시 특별 소환 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투표 전 시간을 내어 선거방법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모두에게 제공되는 우편투표 용지: 모든 유권자는 우편투표 용지를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귀하가 
댁에서 투표하시길 원하신다면 우편 (우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는 보안장치가 있는 투표용지 
투입함 중 한 곳에 반납하시면 됩니다. ocvote.com/dropbox에서 귀하와 가까운 반납함을 
알아보십시오.*

• 투표 센터 선거: 저희는 Westminster시내 2곳에 포괄적 편의를 제공하는 투표 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선거관리국 사무실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투표는 2020년 3월 28
일부터 4월 7일까지 가능합니다. 장소와 시간은 ocvote.com/votecenter를 참조하십시오.

• 11일의 선거일: 직접투표는 2020년 3월 28일에 시작되어 4월 7일까지 지속됩니다. 가능하시면 
혼잡을 피해 4월 7일 이전에 투표해 주십시오! 토요일과 일요일 투표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이 있어 
선거일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본 선거 체제는 유권자 경험을 향상시킬 다양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저희 투표 센터는 귀하가 어느 투표 
센터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직접 투표를 원하지 
않으시나요? 우편투표 용지를 사용해 집에서 투표하십시오. ocvote.com/votecenter에서 모든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진심으로,

Neal Kelley (닐 켈리)
오렌지 카운티 선거관리국

@ocregistrar facebook.com/ocrovocvote.com

*우편 지연에 대비해 투표용지를 일찍 반납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2020년 4월 7일 오후 8시까지 안전한 
투표용지 투입함 중 한 곳에 반납하시거나 Westminster 투표 센터 둘 중 한 곳에 직접 반납할 수 있습니다. 

ocregistr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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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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Westminster시내 어느 투표 센터에서나 
유권자등록을 하고 잠정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ocvote.com/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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estminster시내 투표 센터

유권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ocvote.com/verify를 방문해 주십시오. 온라인 유권자 등록은 registertovote.ca.gov를 
방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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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confirm에 접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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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드릴 것이며 2020년 4월 7일 Westminster시 특별 소환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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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8-628-6837으로 저희 사무실에 전화주십시오.

주요 정보!!
주요 일정

3월/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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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 2 3 4

5 6 7 8 9 10 11

2020년 3월 9일 월요일
우편투표 용지 발송 시작

2020년 3월 23일 월요일
유권자 등록 마감일

2020년 3월 28일 토요일
첫번째 투표 센터 운영 시작

2020년 4월 4일 토요일
추가 투표 센터 운영 시작

2020년 4월 7일 화요일
선거일

1
섹션



선거일 이전에 우편으로 투표가 가능합니다
Westminster시내 모든 유권자는 우편투표 용지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후 기표하시고 우편으로 반송하시거나 이 안내서에 기재된 
투표 센터 또는 투표용지 투입함 어느 곳에나 직접 반납할 수 있습니다. 우편투표 용지는 4월 7일까지 우편소인이 찍히거나 투표 
센터 또는 투표용지 투입함 중 한 곳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원거리 우편투표 용지 
원거리 우편투표 용지는 장애가 있는 유권자 혹은 해외 거주 유권자들을 위해 전자로 우편투표 용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마련된 
방안입니다. 전자 투표용지는 유권자의 컴퓨터로 다운로드되어 유권자의 개인 보조기기로 투표하고 인쇄될 수 있습니다. 전자 
투표용지에 기재된 반납 방법을 참조해 주십시오.

원거리 우편투표 용지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 본 안내서 뒷면 우편요금이 지불된 엽서를 작성

• ocvote.com/myballot에 접속

• 714-567-7600으로 선거관리국 사무실에 연락

• myballot@rov.ocgov.com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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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투표 용지 반납 방법
기표하신 후, 공식 봉투의 안내를 따라 서명 후 우편요금이 지불된 봉투에 넣어 봉인하십시오.  

귀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반납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일인 4월 7일까지 우편 소인이 찍히도록 투표용지를 발송. 

• 오렌지 카운티 선거관리국 사무실로 직접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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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estminster시내 어느 투표 센터에나 반납. 자세한 사항은 ocvote.com/votecenter를 참조하십시오.

• Westminster시내 어느 투표용지 투입함에나 반납. 자세한 사항은 ocvote.com/dropbox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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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법은 투표 센터 직원이 귀하의 회송용 봉투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편투표와 관련해 질문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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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투표 2
섹션



언어 유권자 지원

주 법에 따른 필수 언어 지원 안내
자격이 되는 투표구의 참고용 투표용지가 타갈로그어와 페르시아어로 번역되어 해당되는 오렌지 카운티 내 모든 투표 센터에 
마련됩니다. 또한 투표 센터에서 우편투표 용지를 직접 반납할 수 있습니다. 시간 및 장소는 이 안내서의 섹션 4를 참고하시거나 
ocvote.com/votecenter를 방문하십시오.

선거일 기준 7일 이전까지 유권자는 카운티 선거 공무원에게 스페인어, 베트남어, 중국어, 또는 한국어로 된 우편투표 용지, 또는 
자격이 되는 투표구에 한해 타갈로그어와 페르시아어로 번역된 참고용 투표용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투표구의 유권자는 뒷면의 우편요금이 지불된 엽서나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참고용 투표용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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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alog:

Ang mga isinaling reperensyang balota sa Tagalog at 
Farsi (Persian) para sa mga karapat-dapat na presinto 
ay makukuha sa lahat ng mga sentro ng botohan sa 
Orange County. 

Maaari kang bumoto sa pamamagitan ng balota sa 
pamamagitan ng koreo nang personal sa sentro ng 
botohan. Para sa mga oras at lokasyon, bisitahin ang
ocvote.com/votecenter

Sa hindi lalampas ng pitong araw bago ang araw ng 
eleksyon, maaaring humiling ang botante ng opisyal ng 
mga eleksyon sa county na magpadala ng balota-sa-
pamamagitan ng koreo sa Espanyol, Vietnamese, Tsino, 
o Koreano, o isang isinalin sa reperensyang balota sa 
Tagalog o Farsi (Persian) para sa mga karapat-dapat 
na presinto.

Ang mga botante sa mga karapat-dapat na presinto ay 
maaaring humiling ng isinaling reperensyang balota sa 
pamamagitan ng postcard na may bayad nang selyo sa 
panlikod na pabalat sa gabay na ito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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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vote.com/language

Farsi (Per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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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vote.com/language

화상 전화
또한 유권자는 모든 투표 센터에서 화상 전화를 통한 언어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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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lated reference ballots in Tagalog and Farsi 
(Persian) for eligible precincts will be available at 
all vote centers in Orange County.  

ھای ھای تاگالوگ و فارسی جھت حوزهھای برگھ رأی بھ زباننمونھ 
ترس در دس Orangeگیری در کانتی واجد شرایط در تمام مراکز رأی

 قرار خواھد گرفت.

You may also cast a vote-by-mail ballot in person 
at a vote center. For hours and locations, visit 
ocvote.com/votecenter 

گیری شخصاً بھ توانید برگھ رأی پستی را در یک مرکز رأیھمچنین می
ھای مربوطھ ھای کاری و مکانصندوق بیندازید. جھت اطالع از ساعت

 ocvote.com/votecenterبھ این آدرس مراجعھ کنی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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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تواند تا حداکثر ھفت روز قبل از روز انتخابات از مسئول دھنده میرأی
ھای اسپانیایی، انتخابات کانتی بخواھد برگھ رأی پستی را بھ زبان

ھای بانای یا نمونھ برگھ رأی ترجمھ شده بھ زویتنامی، چینی یا کره
 ھای واجد شرایط را برای وی ارسال کند.تاگالوگ یا فارسی برای حوزه

Voters in eligible precincts may request a translated 
reference ballot through the postage-paid postcard on 
the back cover of this guide or: 

 
ھای واجد ھای تاگالوگ و فارسی جھت حوزهھای برگھ رأی بھ زباننمونھ

 در دسترس  Orangeگیری در کانتی شرایط در تمام مراکز رأی
 قرار خواھد گرفت.

 
گیری شخصاً بھ توانید برگھ رأی پستی را در یک مرکز رأیھمچنین می

ھای مربوطھ بھ این ھای کاری و مکانصندوق بیندازید. جھت اطالع از ساعت
 ocvote.com/votecenterآدرس مراجعھ کنید: 

 
تواند تا حداکثر ھفت روز قبل از روز انتخابات از مسئول دھنده میرأی

ھای اسپانیایی، ویتنامی، اھد برگھ رأی پستی را بھ زبانانتخابات کانتی بخو
ھای تاگالوگ یا فارسی ای یا نمونھ برگھ رأی ترجمھ شده بھ زبانچینی یا کره
 ھای واجد شرایط را برای وی ارسال کند.برای حوزه

 
توانند نمونھ برگھ رأی ترجمھ شده ھای واجد شرایط میدھندگان در حوزهرأی

 رت پستال تمبردار در پشت جلد این راھنما درخواست کنند یا:را از طریق کا

 

2 3
섹션



투표 센터 장소
운영 날짜와 시간이 다양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SANTA 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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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STMINSTER

Miriam Warne 커뮤니티 빌딩* 14491 Beach Blvd Hazard Ave의 코너

Sigler 공원/가정 지원 센터** 7200 Plaza St Westminster Blvd와 Main St의 사이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투표 센터는 장애인 지원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날짜 및 시간:
*3월 28일 - 4월 3일, 오전 8시-오후 5시 | 4월 4일 - 4월 6일, 오전 8시-오후8시 | 4월 7일, 오전 7시-오후 8시
**4월 4일 - 4월 6일, 오전 8시-오후 8시 | 4월 7일, 오전 7시-오후 8시

ocvote.com/vote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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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부터 4월 7일 오후 8시까지 주 7일 24시간 항시 이용 가능.

SANTA ANA

오렌지 카운티 선거관리국 1300 S Grand Ave, Bldg C McFadden Ave의 코너

WESTMINSTER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7655 Trask Ave Hoover St와 Beach Blvd의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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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 카운티 전문 의료 센터 14120 Beach Blvd
Westminster Blvd의 남쪽 
(15th St에서 진입)

ocvote.com/dropbox

투표용지 투입함 장소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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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정보 안내서

Westminster시 특별 소환 선거 안내
 
Westminster시 유권자들이 고려해야 할 3건의 소환이 있습니다:

• 현 시장 Tri Ta (트리 타)의 소환

• 현 시의원 Kimberly Ho (킴벌리 호)의 소환

• 현 시의원 Chi Charlie Nguyen (치 찰리 우엔)의 소환

 
유권자가 각 소환에 고려해야 할 두 부문이 있습니다: 

• 현 재임자를 소환하여야 하는 지를 묻는 소환 질문; 및

• 현 재임자가 소환될 경우 후임자를 선출하기 귀한 경선.

귀하가 두 항목 모두 기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는 두 항목 중 한 항목에만 기표하거나 두 항목 모두에 기표할 수 
있습니다.

 
소환 질문에 대한 “찬성(Yes)” 투표는 유권자가 현 재임자를 해당 공직에서 소환(해임)하기를 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소환 질문에 대한 “반대(No)” 투표는 유권자가 현 재임자가 해당 공직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투표용지에 기재된 두번째 질문은 현 재임자가 소환될 결우 동 재임자를 대체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후보자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유권자는 투표지상에 기재된 후보자들 중 한 후보에게 기표하거나 유자격 기명 후보의 이름을 써넣을 수 있습니다.졎  

 
소환을 묻는 질문에 “반대(No)” 보다 “찬성(Yes)”에 기표한 유권자가 더 많을 경우 현 재임자는 해당 공직에서 해임됩니다. 만약 
“찬성(Yes)” 보다 “반대(No)“에 기표한 유권자가 더 많을 경우 현 재임자는 해당 공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만약 현 재임자가 소환되면, 최다득표를 한 후보가 해당 공직에 선출됩니다. 선출된 자는 선거 결과가 인증되는 대로 취임 선서를 
할 수 있습니다. 

 
추후 페이지는 다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각 소환 제안자들이 제출한 소환 제안 사유서

• 소환된 의원이 제출한 소환 제안 사유서에 대한 답변

• 후보자 선거공약서*

• 연습용 투표지

* 모든 후보자 선거공약서와 법안들은 제출된 그대로 인쇄되었습니다. 이 안내서의 후보자 선거공약서는 후보자들이 자진해서 
포함시키기로 결정하고 자진해서 비용을 부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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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센서스: 
유의사항

2020 센서스는 왜 중요한가요?

• 이는 여러분의 지역사회에 모든 목소리를 
소중하고 의미있게 합니다

• 이는 여러분 지역사회의 자원입니다 (학교, 무료 
점심 프로그램, 대학 지원금, 주택 공급 바우처 등)

• 이는 지역, 주, 연방정부의 온당한 대표성입니다

2020년 일정

3월 12일
2020 센서스에 온라인으로 답변하도록 요청되어 
자발적 답신이 시작됩니다. (몇 가정은 서면으로 된 

질문지를 수령하게 됩니다.)

3월 16일 - 24일
답변을 하지 않은 이들에게 알림 편지가 발송됩니다

3월 26일 - 4월 3일
두 번째 알림 엽서가 발송됩니다

4월 1일
인구조사의 날!

4월 8일 – 16일
답변을 하지 않은 가정에 알림 편지와 서면 질문지가 

발송됩니다

4월 15일 – 7월 31일
비답변자 확인작업이 시작됩니다. 인구 조사원들이 

7월까지 가정을 방문합니다

4월 20일 - 27일
마지막 알림 편지가 발송됩니다

센서스 자료는 어떻게 사용되나요?

• 법적으로, 미 센서스 자료는 이민국 또는 
법집행기관과 공유될 수 없습니다

• 법적으로, 미 센서스 자료는 정부 혜택 자격요건 
검증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센서스 자료는 지역사회 일원들에게 더 많은 
자원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센서스 자료는 공공 안전과 새로운 학교 및 병원 
건설을 알리기 위해 사용됩니다

• 센서스 자료는 일자리를 창출할 회사와 사업체를 
어디에 신설할 지 결정하는 것에 사용됩니다

유동적 시간과 좋은 급여를 제공하는 파트타임 기간제 직장이 필요하신가요?
2020census.gov/jobs에서 관리자, 사무원, 주소 조사원, 혹은 인구 조사원 등의 직무에 지원하세요.

급여 범위는 시간당 $15부터 $50까지입니다.

OCGOV.COM/CENSUS2020

센서스란 매 10년마다 시행하는 미국 내 거주자 인구조사입니다. 이 인구조사는 모든 주의 
거주자가 온당한 대표성과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미 헌법 제 1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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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당파 공직 후보자 선거공약서

WESTMINSTER시
시장, 단기

I approve the accuracy and format of 
this document to go to print.

City Clerk Signature

 Date

TRI TA (트리 타) 소환 제안 사유서

소환 제안에 대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Tri Ta (트리 타) 시장은 자신이 법 위에 존재하는 듯 시의회를 감독하며
운영하고 여러 차례 부패, 친족등용, 편파주의로 고발당했습니다.

2. Tri Ta (트리 타) 시장과 시의회 내 두 명의 협력자들의 부패와 부실경영은
납세자들로 하여금 수백만 달러를 차별, 보복, 기타 소송 및 고소 비용에
지출하게 했습니다.

3. 시장으로서, Ta (타)는 지역 기업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정적들을 처벌하는데
우리의 경찰을 오용하며, 반복적으로 독재자와 같이 운영했습니다.

4. Ta (타)는 친족등용 및 공공 자원 남용과 같은 윤리적 위반을 고발하는 강력한
시 공직자 행동 수칙의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5. Ta (타)와 그의 협력자들은 시의회 안건들과 관련해 자신들에게 완전한
권력을 부여하는 새로운 규정을 통과시키고, 다른 시의원들을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차단함으로써 반대자들을 침묵시켰습니다.

6. 노숙자를 퇴치하거나, 주택 가격을 보다 부담없게 만드는 일이나, 공공
안전을 증진하는데 기금을 쓰는 대신, Tri Ta (트리 타) 시장은 향후 삼 년
동안 오십만 달러 이상을 자신의 고위 관리 직원들의 급여를 인상하는데
쓰도록 투표하여, 한 직원의 급여와 복리 후생비를 연간 $304,015로
인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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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OF REASONS; FOR THE PROPOSED RECALL OF TRI TA

I approve the accuracy and format of 
this document to go to print.

City Clerk Signature

Date

TAI DO (타이 도)
경찰관/시의원

경찰관으로서, 저는 시청에 정직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불러오기 위해 시의회에 
출마했습니다. 저는 지난 선거에서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시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의원으로서, 저는 즉각적으로 소매를 걷어붙이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임기 제한을 안건에 올리고 시의회가 선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윤리 강령과 행동 수칙을 채택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직성과 책임성을 위한 
저의 투쟁 노력 덕에, 대중의 참여는 증가했으며, 주민들은 더 많은 정보와 부패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세 명의 시의원들이 소환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고 열린 상태에서 운영하는 정직한 정부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장으로서, 제 우선순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청 내 정직성 회복;

높은 주거 비용 해결;

거리에서 노숙자들 없애기;

세금은 낮게 유지하며 시 정부에 책임성 요구.

저는 특정 몇 사람뿐만이 아닌 Westminster의 모든 주민들을 대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투표를 받는다면 영광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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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제안 사유서에 대한 TRI TA (트리 타)의 답변

소환에 "반대 (No)" 투표하십시오

이번 선거에서 “반대 (No)” 투표는 지역의 통제, 독립성, 그리고 옳은 일을 위한 
투표입니다.

시장직에서 저를 소환할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Westminster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LA 카운티 기업인들이 지출하는 수백만 달러가 없었다면, 이 소환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환 주동자들은 제 명성과 봉직 기록에 대한 거짓말과 유언비어, 허위정보를 
지껄여왔습니다. Westminster 외부 자금의 도움을 받아, 불만을 품은 몇몇이 
우리 시의 발전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장으로서, 저는 제가 우리 시를 위해 이룬 업적들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미 헌법과 개인의 자유, 민간 재산권, 재정적 책임, 낮은 세금을 지지했고;
건전한 흑자와 함께 Westminster의 연간 예산 균형을 이뤘으며;
더 많은 경찰관들을 고용해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 일했으며;
시 내 수십 개의 도로 및 거리 개선 사업에 자금을 지원했으며; 
가정 및 기업체들이 건강한 수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후원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Westminster 주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열심히 일할 
것이며 시의 발전을 유지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반대 (no)” 투표는 돈과 속임수로는 우리 시를 살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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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BERLY HO (킴벌리 호) 소환 제안 사유서

소환 제안에 대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의원 Kimberly Ho (킴벌리 호)는 시의회 의원으로서 자신이 법 위에
존재하는 듯 운영하고 여러 차례 부패, 친족등용, 편파주의로 고발당했습니다.

2. 시의원 Ho (호)와 시의회 내 두 명의 협력자들의 부패와 부실경영은
납세자들로 하여금 수백만 달러를 차별, 보복, 기타 소송 및 고소 비용에
지출하게 했습니다.

3. 시의원으로서, Ho (호)는 다른 시의원과 결탁하여 서로의 자녀를 시 위원회에
임명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친족등용을 범했습니다.

4. Ho (호)는 친족등용 및 공공 자원 남용과 같은 윤리적 위반을 고발하는 강력한
시 공직자 행동 수칙의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5. Ho (호)와 그녀의 협력자들은 시의회 안건들과 관련해 자신들에게 완전한
권력을 부여하는 새로운 규정을 통과시키고, 다른 시의원들을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차단함으로써 반대자들을 침묵시켰습니다.

6. 노숙자를 퇴치하거나, 주택 가격을 보다 부담 없게 만드는 일이나, 공공
안전을 증진하는데 기금을 쓰는 대신, Ho (호)는 향후 삼 년 동안 오십만 달러
이상을 자신의 고위 관리 직원들의 급여를 인상하는데 쓰도록 투표하여, 한
직원의 급여와 복리 후생비를 연간 $304,015로 인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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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LOS MANZO (카를로스 맨조) 연령: 47
기획 위원

저는 1989년부터 Westminster를 고향이라 불러온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저와 
제 부인은 이 곳 우리 시에서 아들 셋과 딸 하나를 키웠으며, 모두 Westminster
지역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지난 칠 년간 기획 위원으로서, 저는 기업 환경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전기 감독관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 역할 속에서 저는 개발자, 하청업자, 디자이너 그리고 사업가들과 
협력하며 매우 귀중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저는 대규모 인력을 책임지고 있으며 
어떻게 일을 제대로 완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삶의 질은 저에게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어렵게 벌어서 낸  세금이 현명하게 
쓰이길 원합니다. 저는 황폐해 가는 것을 없애기 위해 사전 예방적인 규정의 집행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거리를 향상시키고,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 
시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 경찰들과 함께 지역사회 홍보를 실시합시다. 
우리는 시의회 내 강력한 리더십, 책임성, 투명성과 정직성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시가 번창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보고 싶은 변화를 함께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carlosmanzoforcouncil.com을 방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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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제안 사유서에 대한 KIMBERLY HO (킴벌리 호)의 
답변

Westminster 유권자 여러분께,

저를 포함한 시의원 3명에 대한 소환은 근거가 없으며 우리 시에 $400,000가 
넘는 비용을 초래합니다.

선출된 이래 지난 3년간, 저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면에서 이 시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 상황 개선, 이를 테면, 저는 경제 개발 기금에 2천 5백만 달러를 
끌어왔습니다.

임기 첫 해에 예산 균형을 이뤘습니다.

2022년 법안 SS 판매세 종료 여파를 도울 비상 예비금을 구축했습니다.

하찮은 소송들을 종료하기 위해 시의 입장을 전환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예비금과 
일반 기금을 소진시킬뻔한 대부분의 소송들을 정지시켰습니다.

저는 공공 안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10년도 넘는 시간 만에 다시 
완벽한 경찰 인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제 결단 덕에 우리는 이곳에서 키워낸 
경찰서장을 갓 취임시켰습니다.

노인들과 저소득 가정들을 위한 저비용 주택을 만들었고, 우리 시의 노숙자와 
정신질환자들을 감소시켰습니다.

기업들에 대한 불필요한 요식과 규제를 축소했습니다. 저는 기업 친화적인 
시의원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해 봉사하고 우리 시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이번 소환에 "반대 (No)" 투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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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 DO (탬 도)
교사

저는 시청 내 혼란과 부패의 종결을 돕고 우리 지역사회를 다시 화합시키기 
위해 시의원에 출마합니다. 저는 Westminster에서 자라고, Westminster 
고등학교와 U.C. Irvine을 졸업했으며 소규모 사업을 시작했고 현재는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저는 우리 시가 변하고 성장하는 것을 보았고, 최근까지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노숙자 문제와 범죄가 우리 커뮤니티를 해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정부의 낭비와 
부패가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시 선거때부터의 혼란을 보며, 저는 
민주주의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우리가 고향이라 부르는 이 도시에 엄청난 수치를 
안긴 정치인들로 인해 발생한 시청 내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시의원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우선 순위들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1) 시청에 단합과 시민 의식을 복원 2) 
비즈니스와 법 집행 지원 3) 우리 시의 범죄 및 노숙자 감소.

이제 모두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지역사회가 단합할 때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화와, 연령, 지역에 걸쳐 강력한 커뮤니티를 만듦으로써 부패를 척결하고 우리 
시를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일할 수 
있다면 제겐 큰 영광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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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I DAO (카이 다오)
비영리 단체 디렉터/저널리스트

저는 제가 왜 시의회에 출마하는지, 왜 Khai Dao (카이 다오)가 가장 "자격을 갖춘 
후보"인지, 왜 여러분의 대변인으로 저를 뽑아야 하는지 설명하는 이 성명문을 
MLK 데이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이 백만장자라고 주장하는, 박사/MA/BA/BS 학위가 있다고 
말하는 시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희를 어디로 이끌었습니까?

그들은 소환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금을 올려야 했습니다. Westminster
는 시의회의 범법행위를 고발한 소송을 합의하는데 수 천만 달러를 지출해야 
했습니다.

Westminster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경찰관을 충분히 고용할 수 없었습니다. 
Westminster는 거의 파산 지경입니다.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허영심이 아닌 정직성 - 야망이 아닌 양심 - 오만이 
아닌 지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독립적으로, 현명하고, 윤리적으로 투표하는 의원들이 필요합니다.

MLK는 제 롤모델입니다. 저는 독재 체계에 싸우고 VN에 민주주의를 가져오는데 
제 일생을 바쳤습니다.

제 30년간의 기록은 저의 강경함과 지성, 정직함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다양성은 우리의 힘입니다. 저는 베트남계 미국인이나, 진심으로 독립적입니다. 
저는 제가 누굴 대변하는지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인종배경을 내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직위를 남용--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경청하고, 본질적인 정보를 얻고,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고, 그 후 
양심에 투표할 것입니다.

함께, 우리는 다시 한번, Westminster를 훌륭하게 만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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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K TRAN (프랭크 트랜) 연령: 49
토목 기사

저는 토목 기사로 22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중 15년은 Newport Beach 
시의 공공사업부에서 근무했습니다. 저는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 수 백만 달러 
규모의 설비 개선 공사들을 관리해왔습니다. 

저는 2000년부터 Westminster 시내 자랑스러운 주택 소유주입니다.

저는 반복적으로 부패, 친족등용, 편파주의로 기소당한 현직 시의원을 대체하기 
위해 2020년 시의회에 출마합니다.

부패와 부실경영은 납세자들로 하여금 수 백만 달러를 차별, 보복, 기타 소송 및 
고소 비용에 지출하게 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1월 8일 의회 회의에서 저희를 테러리스트라고 불렀습니다.

해당 의원은 친족등용 및 공공 자원 남용과 같은 윤리적 위반을 고발하는 강력한 
시 공직자 행동 수칙의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노숙자를 퇴치하거나, 주택 가격을 보다 부담 없게 만드는 일이나, 공공 안전을 
증진하는데 기금을 쓰는 대신, 해당 의원은 삼 년에 걸쳐 오십만 달러 이상을 
자신의 고위 관리 직원들의 급여를 인상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소환 선거 및 제 자격 사항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십시오:

www.Frank-Tran.com (영어 & 스페인어)

www.SucManhCongDong.net/911 (베트남어)

여러분의 투표를 받는다면 영광일 것입니다; 그리고 소환에 찬성 (Yes) 하십시오.

Frank Tran (프랭크 트랜), P.E.

TranPE@gmail.com

714-248-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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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ANTHA BAO ANH NGUYEN 
(사만다 바오 안 우엔)
소규모 사업주

여러분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Westminster 
시청은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시의원으로서, 저는 다음을 할 것입니다: 

제 의원 급여를 100% 자선 단체에 기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금 낭비를 멈출 것입니다
우리의 경찰국과, 학교, 도서관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시에서 사업하기가 더욱 수월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저는 달랑 여행 가방 하나를 가지고 초라한 미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삶은 
힘겨웠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세가지의 겸업을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위험을 무릅쓰고 소규모 사업주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는 SamanthaBeauty.com의 CEO이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자선 단체의 
이사이며, Westminster 시의 교통 위원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리더십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Westminster의 미래는 밝습니다. 함께 이를 실현합시다.

Samantha Bao Anh Nguyen (사만다 바오 안 우엔)을 Westminster 시의회에 
투표해주십시오.

www.samanthabaoanhnguy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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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 CHARLIE NGUYEN (치 찰리 우엔) 소환 제안 
사유서

소환 제안에 대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의원 Chi Charlie Nguyen (치 찰리 우엔)은 시의회 의원으로서 자신이
법 위에 존재하는 듯 운영하고 여러 차례 부패, 친족등용, 편파주의로
고발당했습니다.

2. 시의원으로서, Nguyen (우엔)은 다른 시의원과 결탁하여 서로의 자녀를
시 위원회에 임명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친족등용을
범했습니다.

3. Nguyen (우엔)은 친족등용 및 공공 자원 남용과 같은 윤리적 위반을
고발하는 강력한 시 공직자 행동 수칙의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4. Nguyen (우엔)과 그의 협력자들은 시의회 안건들과 관련해 자신들에게
완전한 권력을 부여하는 새로운 규정을 통과시키고, 다른 시의원들을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차단함으로써 반대자들을 침묵시켰습니다.

5. Nguyen (우엔)은 본인이 은퇴 또는 반-은퇴했다고 표기한 기획 위원
신청인에게 연락하지 않음으로써 시를 연령 차별 소송 위기에 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시의원 Nguyen (우엔)은 해당 직을 두고 영상에 자신은 "젊고
에너지 넘치는" 사람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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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ISON POWER (제이미슨 파워)
이사회 이사, Westminster 교육구

지난 칠 년 동안, 저는 우리 교육구의 선출 이사로써 여러분을 위해 봉직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저는 Westminster 가족 분들을 위해 제가 이룬 그간의 
업적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 균형을 맞추고, 수상 경력에 빛나는 
학생 프로그램들을 실행했으며, 시험 성적을 상승시키고, 모든 학교에 에너지 
효율적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 백만 달러의 세금 절약). 

지난 한 해 동안, 저는 윤리에 반하는 투표 행위, 친족등용금지법 정책, 개인적 
복수를 위한 세금 사용, 지지자들을 테러리스트와 공산주의자로 중상모략 하는 
행위, 반대자들을 침묵시키려고 시도하는 행위 등, 의회 대다수가 점점 더 비 
윤리적인 탈선 행위를 일삼는 불신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진정한 윤리 개혁, 임기 제한, 선거 기부금 제한, 선거 기부자에 대한 정보 
공개 강화를 실행함으로써 시청에 청렴함과 온전한 정신 상태를 복원하고자 
출마합니다. 저는 공공 안전에 다시 집중하고, 저희 경찰을 지원하고, 노숙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재정적 책임감을 복원하고자 출마합니다. 저는 제 
부인 My Lan (마이 랜)과, 두 아이들, 그리고 모든 Westminster 가족들을 위해 
더 나은 Westminster를 만들고자 출마합니다.

저는 Westminster 경찰관 협회와 시의원 Tai Do (타이 도), 그리고 시의원 
Sergio Contreras (세르지오 콘트레라스)의 지지를 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저에게 연락주십시오: 
electjamisonpow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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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제안 사유서에 대한 CHI CHARLIE NGUYEN 
(치 찰리 우엔)의 답변

유권자들께 경보를 알립니다!

소환에 "반대 (No)" 투표하십시오

Los Angeles 지역의 거물이 Westminster 시의회의 통제권을 쥐기 위해 이번 
소환 선거를 매수하려고 백만 달러가 넘는 돈을 썼습니다. 이번 소환을 위해 날조된 
혐의들은 모두 하나 하나 사실 무근으로, 취할 것 하나 없이 거부당했습니다.  
이번 소환에 "반대 (No)" 투표함으로써, 우리는 이 정치적 사기를 거부하고 
외부인들에게 Westminster는 매수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선출되어 첫 임기를 갓 시작한 시의원으로서, 저는 모든 Westminster 
주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저의 가족은 10년 넘게 
작은 인쇄업을 해오고 있으며 저는 Westminster 내에서 다수의 자선 및 시민 
활동에 참여해 아이들과 그 가족들이 더 나은, 건강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여러분의 시의원으로서, 저는 계속해서 좋은 정책들을 채택하는 한편 다음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균형잡힌 예산과 낮은 세금, 요금 인상 없는 작은, 제한된 정부;
Westminster 주민들을 위해 더 잘 임하며 보호하기 위한 더 많은 공공 안전 
자원; 
시청 내 불필요한 관료적 축소와 동시에 완전한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도로 및 거리 개선에 더 많은 기금 투입.

외부 자금과 영향을 거부하십시오. 소환에 "반대 (No)" 투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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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TRAN (쿠 트랜)
전기 전문가

Cu Tran (쿠 트랜)
Westminster 시의회 후보
2020년 4월 7일 소환 선거
은퇴한 전기 전문가 
28년간 Westminster 주민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대의를 위해 일한 자원봉사자
현재 Westminster 시의회 후보

저에게 투표하는 것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더 깨끗하고 투명한 시 경영
갱단과 거리 낙서를 멈출 경찰 인력의 증가와, 더 나은 법 집행
친족등용 행위 감소와 더 나은 시의회 

Cu Tran (쿠 트랜)을 위해 투표하십시오
투명성을 위해 투표하십시오

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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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의�양면을�모두�읽어주십시오

투표구�39201
2020년�4월�7일
WESTMINSTER 시�특별�소환�선거

오렌지�카운티 페이지�1�의�2
유권자 지침:
검정색 또는 파란색 펜을 사용하여 투표지에 귀하의 선택을
표시하십시오. 연필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후보자 또는 질문
에 투표하려면, 귀하 선택의 왼쪽 네모 칸을 완전히 칠하십시
오. 기명 후보자에게 투표하려면, 이를 위해 마련된 공란의
왼쪽 네모 칸을 완전히 칠한 후 밑줄 위에 귀하가 원하는 기
명 후보자의 이름을 써 넣으십시오. 만일 귀하가 투표 센터에
있는 유권자이면서 투표지의 어느 일부라도 잘못 표기하였
거나, 찢었거나 훼손시켰으면, 투표 센터 요원에게 문의하십
시오. 만일 귀하가 우편투표자이면, 1300-C South Grand 
Avenue, Santa Ana, CA 92705에 위치한 선거관리국 사무
실에 714-567-7600으로 연락하여 다른 투표지를 받으십시
오. 기표한 투표용지를 반환하는 것에 대한 주요 정보는 동봉
된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WESTMINSTER 시�특별�소환�선거

WESTMINSTER 시
시장
Tri Ta (트리 타)를 시장직으로부터 소환 (해임)해야 합니까? 

찬성��Yes)
반대��No)

Tri Ta (트리�타�가�소환될�경우��남은�임기동안�그의�자리를�
채울�후임자�후보들
한�명에게만�투표하십시오

TAI DO
타이�도
경찰관�시의원

PHAT VU
팻�부
작가

CHRISTOPHER OCHOA
크리스토퍼�오초아
지역�매니저

WESTMINSTER 시
의원��시의회
Kimberly Ho (킴벌리 호)를 시의원직으로부터 소환(해임)
해야 합니까? 

찬성��Yes)
반대��No)

Kimberly Ho (킴벌리�호�가�소환될�경우��남은�임기동안�그
녀의�자리를�채울�후임자�후보들
한�명에게만�투표하십시오

MARK LAWRENCE
마크�로렌스
Westminster 주민

CARLOS MANZO
카를로스�맨조
기획�위원

TAM DO
탬�도
교사

KHAI DAO
카이�다오
비영리�단체�디렉터�저널리스트

SAMANTHA BAO ANH NGUYEN
사만다�바오�안�우엔
소규모�사업주

FRANK TRAN
프랭크�트랜
토목�기사

WESTMINSTER 시
의원��시의회
Chi Charlie Nguyen (치 찰리 우엔)을 시의원직으로부터
소환(해임)해야 합니까?

찬성��Yes)
반대��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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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의�양면을�모두�읽어주십시오

투표구�39201
2020년�4월�7일
WESTMINSTER 시�특별�소환�선거

오렌지�카운티 페이지�2�의�2
Chi Charlie Nguyen (치�찰리�우엔�이�소환될�경우��남은�
임기동안�그의�자리를�채울�후임자�후보들
한�명에게만�투표하십시오

JAMISON POWER 
제이미슨�파워
이사회�이사��Westminster 교육구

CU TRAN
쿠�트랜
전기�전문가

17
45

8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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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jobs

이메일:	recruitment@rov.ocgo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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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새로운 투표 방법이 부여됩니다!2020년 새로운 투표 방법이 부여됩니다!
2020년 선거 시 투표 장소와 시일에 더 많은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모든 주요 변화는 아래 표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ORANGE COUNTY

C A L I F O R N I A

ORANGE COUNTY

C A L I F O R N I A

VOTING 
IN THE 2020 
PRIMARY?
YOU HAVE 
NEW 
OPTIONS.

Introducing  
Vote Centers,  

ballot drop boxes, 
and expanded  

voting days.

자세한 사항은 OCVOTE.COM을  참조해 주십시오

2020년 새로운 변화 과거 체제

직접 투표하려면 정해진 한 곳

의 장소에 출석해야만  

했습니다.

선거일만 투표가  

가능했습니다.

신청한 자만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수령했습니다.

4곳의 투표용지 투입함 장소가 있습니다
2020년 3월 9일부터 4월 7일 사이 투입함을 이용해 투표용
지를 반납할 수 있습니다.
ocvote.com/dropbox에서 장소를 알아보십시오

직원이 상주하는 2곳의 투표 센터가 있습니다
둘 중 어느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국에
서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ocvote.com/votecenter에서 직접 투표가 가능한 장소를 
알아보십시오

어디서 
직접 투표할 수   

있나요?

언제 
직접 투표할 수  

있나요?

누가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나요?

선거가 11일간 지속됩니다!
2020년 3월 28일부터 4월 7일 사이 Westminster시내 투
표 센터 또는 선거관리국 사무실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장소와 시간은 ocvote.com/votecenter를 참조하십시오

이제 모든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우편 또는 직접 투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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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년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거주지 주소: 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우편 주소 (다를 경우): 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저는 다음의 언어로 선거물 수령을 희망합니다:

(한 언어만 선택가능)

  Español – 스페인어

  Tiếng Việt – 베트남어

  中文- 중국어

  한국어 - 한국어

참고용 투표지:

(한 언어만 선택가능)

페르시아어 – فارسی

  Tagalog - 타갈로그어

장애인 우편투표 지원

자세한 사항은 ocvote.com/help를 참조해 주십시오

VOTE CENTER LOCATION:

다른 언어나 장애인용 선거물 수령을 원하시면 아래 엽서를 작성하셔서 
선거관리국으로 반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위 
내용이 사실이며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절
취
선

종이 우편물이 아닌 온라인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지금 
신청하십시오. 우리
지구의 소중한 자원 보호에
일조하십시오.
ocvote.com/paper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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