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정보 자료
선거 일자
2018 년 11 월 6 일, 화요일

선거 대상 공직
2018 년 11 월에 임기가 만기되는 시의회 의원직 2 석
시의원 밥 파체코 (Bob Pacheco)
시의원 마리 수 (Mary Su)

후보자의 자격 요건
지명 서류 접수 당시 모든 후보자는 반드시 18 세 이상의 성인인 미국 시민으로 유권자 등록을 한 월넛시
경계 내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시의원은 4 년 임기직에 선출되며 다음은 필수 양식입니다.
-

후보자 성명서 – 후보 소개, 학력 및 시의원직 역임에 있어 필수 자격
이해 상충 공개서와 선거 자금 조달 공개서
지명 서류 – 월넛시 유효 등록 유권자 최소 20 명, 최대 30 명이 서명한 서류

모든 필수 양식과 후보자 핸드북은 월넛시 시 서기관 사무실에서 지명 기간(지방 선거 113 일 전)
개시일부터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연관 양식은 지명 기간에만 발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자격 요건과
접수 마감일 또는 후보자 의향이 있으신 분은 월넛시 시 서기관 사무실 909-348-0710 로 전화 주시거나

21201 La Puente Road, Walnut, CA 91789 에 위치한 시청에 정상 업무시간인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7 시부터 오후 6 시 사이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명기간
후보자 접수 기간은 2018 년 7 월 16 일 월요일부터 2018 년 8 월 10 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시청의 정상
업무시간은 월요일-목요일 오전 7 시부터 오후 6 시입니다. 이번 지명 서류 접수 마감일이 금요일이
되었으므로 시 서기관 사무실은 2018 년 8 월 10 일 금요일 오전 7 시부터 정오 12 시까지 열도록 합니다.

만약 재임자가 지명 서류를 마감일인 2018 년 8 월 10 일까지 서류를 접수하지 않으면 기존
지명기간은 5 일 더 연장되어 2018 년 8 월 15 일 수요일이 됩니다.

후보자 지명 서류 및/또는 후보자 핸드북
후보자 핸드북은 지명 기간의 첫째 날인 2018 년 7 월 16 일 월요일부터 발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명
서류를 받으시는 데는 약 30 분이 소요됩니다. 후보자 지명 서류를 발부받거나 접수를 원하는 모든
후보자는 시 서기관 사무실 (909) 348-0710 로 연락하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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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후보자가 지명 서류를 접수할 때 $25 의 접수비가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시 선거운동 및 선거 개혁 조례의
일부입니다. 선거법 내 명시된 접수비 대체 청원 절차(In-lieu-filing-fee petition process)를 밟는 후보는
접수비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카운티의 샘플 투표용지에 후보 성명서를 게재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약 400 달러로 추산되는 인쇄비용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샘플 투표용지는 중국어, 힌두어, 한국어, 스페인어 그리고 타갈로그어로 발부될
것이며 이러한 언어로 번역된 투표용지는 등록한 유권자를 위해 투표소에 비치될 것이며 또한
로스엔젤레스 등기담당자/카운티 서기관 사무실에 연락하시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월넛시는 중국어, 힌두어, 한국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로 선거 자료 제공을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선거운동에 대한 보고 요건 사항
시 서기관 사무실은 문의를 받을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보통 24 시간 이내에 제공되며, 주말과 공휴일의 경우에는 그다음 정상 근무일에 제공됩니다.
공정 정치 관행 위원회(Fair Political Practices Commission (FPPC))는 무료로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FPPC 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료 전화 (866) ASK FPPC (275-3772)
웹사이트 http://www.fppc.ca.gov
모든 선거운동 양식은 FPPC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의 선거운동 및 선거 개혁 조례 사본은 시 서기관 사무실에서 받아 볼 수 있으며 시
웹사이트인 www.cityofwalnut.org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아래 명시된 서류 양식은 반드시 접수해야 합니다.
a.
b.
c.
d.
e.

후보자 의향서 (Candidate Intention Form 501)
공무원 /후보 (Officeholder/Candidate Form 470 – 지출이 $1,000 미만인 경우)
공무원/후보 (Form 460 – 지출이 $1,000를 초과하는 경우)
조직명세서 (Statement of Organization Form 410 – 지출이 $1,000 이상인 경우)
기한 후 기부 보고서 (Late Contribution Report Form 497)

후보자와 위원회는 선거운동 성명서 원본을 다음 사무실에 반드시 접수해야 합니다.

Los Angeles County Registrar-Recorder/County Clerk
Campaign Finance Section
12400 East Imperial Highway, Room 2003
Norwalk, CA 90650
Phone: (562) 462-2339
Fax: (562) 651-2548
선거운동 성명서 사본은 시 서기관 사무실에 반드시 송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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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회의
정규 시의회 회의는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수요일 저녁 7 시에 개최됩니다. 임시회의 또는 연기된 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됩니다.

시장
시장은 시의회에 의해 매년 윤번제로 임명됩니다.

보상
시의원은 현재 월 $300 지급받고 있으며 매월 $700 의 의료혜택 수당도 지급됩니다. 그 외에도 시의원이
주택당국(Housing Authority) 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의당 $50 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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