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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merican Civic Empowerment (KACE)
시민참여센터 (KACE) 소개

Korean American Civic Empowerment (KACE) is a non-parti-
san, not-for-profit, 501 (c) (3) organization dedicated to mo-
bilizing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to take action locally 
and nationally.
 
Established in 1996, KACE is committed to empower the Ko-
rean American community in the greater New York area, and 
across the nation, by promoting active civic engagement. 
 
Specific actions conducted by KACE include: advocating 
for the voting rights of Korean Americans; educating Korean 
American voters; developing future community leaders; and 
addressing issues of our community at the local, state, and 
federal level.  
 
KACE promotes civic engagement i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through various programs under the following 
three categories: 

• Civic Development: Advocating for the voting rights 
 of Korean Americans 

• Civic Education:  Community education and 
 civic leadership development at the grassroots level 

• Public Affairs: Serve as a central coordination and 
 resource body to address community concerns and 
 resolve issues by delivering our voice to government 
 on the local, state, and federal level

시민참여센터는 한인사회가 지역내 뿐만 아니라 미국내에

서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정파, 비영리 

단체입니다.

1996년에 설립된 이래 적극적인 시민참여 활동을 통하여 

대뉴욕 지역과 미국 전역에서 한인사회가 영향력을 강화하

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 내역은 한인의 투표권 옹호, 한인 유권자 교

육, 차세대 한인사회 지도자 육성, 그리고 한인사회의 이슈

들을 지역과, 주, 연방의 차원에서 제기하는 것 등입니다. 

시민참여센터는 다음의 세 가지 영역에서 다양한 프로그

램을 통하여 한인사회의 시민참여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 한인들의 투표권 옹호 

● 풀뿌리 단계에서의 지역사회교육과 시민 지도자 육성

● 지역, 주, 연방 정부에 한인들의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한인사회의 현안 문제들을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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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0 Campaign /‘8080 캠페인’

80% Voter Registration Rate among Eligible Korean American Citizens
80% Voter Turnout among Korean American Registered Voters

KACE’s 8080 Campaign is a year-round campaign dedicated to 
increasing voter registration rates and voter turnout rates of Ko-
rean Americans to 80%.  Higher voter registration and turnout 
rates are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voices of Korean Amer-
icans are heard. 

시민참여센터의 8080 캠페인은 한인들의 유권자등록과 투표율을 
80%까지 올리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연중 캠페인입니다. 더 높
은 유권자등록율과 투표율은 한인들의 목소리가 전달되게 하기위
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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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이 되는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 80%

등록된 유권자들의 투표율 80%



Guide on Voter Registration in New York State
뉴욕주 유권자 등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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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New York General Election: November 3, 2020
2020년 뉴욕주 본선거: 2020년 11월 3일

2020 New York General Election Mail Registration Deadline: 
Last day to postmark application for the General Election is October 9, 2020.

Application must be received by the Board of Elections no later than October 14, 2020 
2020년 뉴욕주 본선거 우편 등록 마감: 

2020년 10월 9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신청서가 2020년 10월 14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해야합니다. 

2020 New York General Election In Person Registration Deadline: 
Application must be received by the board of elections no later than October 9, 2020

2019년 뉴욕주 본선거 인편 등록 마감: 신청서를 2020년 10월 9일까지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내야합니다.

2019 New York General Election Vote by Absentee Ballot By
Mail Deadline: Last day to apply, by mail,  for an absentee ballot is October 27, 2020

2020년 뉴욕주 본선거 부재자투표 우편 발송 마감: 부재자투표 우편 신청 마감일은 2020년 10월 27일입니다.

2020 New York General Election Vote by Absentee Ballot
In Person Deadline: Last day to apply, in-person for an absentee ballot is November 2, 2020
2020년 뉴욕주 본선거 부재자투표 인편 신청 마감: 부재자투표 인편 신청 마감일은 2020년 11월 2일입니다.

Board of Elections Office Addresses and Phone Numbers
선거관리위원회 주소와 전화번호

Queens
118-35 Queens Boulevard., 11 FL
Forest Hills, NY 11375
Tel: 1.718.730.6730

Brooklyn
345 Adams Street, 4 FL
Brooklyn, NY 11201
Tel: 1.718.797.8800

Bronx
1780 Grand Concourse, 5 FL
Bronx, NY 10457
Tel:1.718.299.9017

Manhattan
200 Varick St., 10 FL
New York, NY 10014
Tel: 1.212.886.2100

Staten Island
1 Edgewater Plaza, 4 FL
Staten Island, NY 10305
Tel:1.718.876.0079

Nassau County 
240 Old Country Rd. 5 FL
Mineola, NY 11501
Tel:1.516.571.2411



Qualifications 
To register to vote in New York, you must: 

•  Be a United States citizen

•  Be 18 years old
  (you can pre-register at 16 or 17 but cannot vote until you are 18)

• Resident of New York and the county, city or village for at least 30 days
  before the election

• Not be in prison or on parole for a felony conviction
  (unless parolee pardoned or restored rights of citizenship) 

• Not be adjudged mentally incompetent by a court

• Not claim the right to vote elsewhere 

How to Register
 • You can register in person at your county Board of Elections, at any New
  York State Agency-Based voter registration center, or at the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 If you have DMV-issued identification, you can submit your voter 
  application form online on the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website.  
  To register online, you need the following: 
  ▷ NYS Driver License, permit, or non-driver ID card;
  ▷ ZIP code currently on record with the DMV;
  ▷ Last 4 digits of your Social Security Number (SSN)

 • You may register to vote by using the New York State Voter Registration
  Form which can be found on www.kace.org/election, at post offices, town
  halls, or other government offices.  Once the form is completed, you
  need to print the form and sign it.  New York State Board of Elections 
 cannot accept any kind of digital or Adobe-generated signature.  Once the
  form is completed you can submit your form to KACE or mail/deliver the
  form to your county Board of Elections.

 • You can request a New York State Voter Registration form by mail by
  entering your information at: https://www.elections.ny.gov/VoterRegSite/
  VoterRegistration

 • You can call 1-800-FOR-VOTE hotline to request a voter application 

To register to vote, you must fill out, in blue or black ink, a voter registration 
application and send the application to your local Board of Elections.  You can 
also deliver your application to one of KACE’s offices and we will submit the 
application for you.  The registration application must have the original signa-
ture on it and cannot be faxed.
 
In 2002,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enacted into law the “Help America 
Vote Act”, (HAVA) which requires that any first time voter registering must 
provide some additional identification. The law requires that the voter provide 
his/her Driver’s License or Non-Driver ID number, the last four digits of his/her 
Social Security Number, or a bank statement, utility bill, etc. This only pertains 
to new voters who are registering for the first time as of 2003.
 
The Voter Registration Application has been changed to request this identi-
fication information. If these forms of identification are not provided when a 
person registers to vote, the Board of Elections will send a letter to the first time 
voter asking them to provide the required forms of identification information.

자격요건 
뉴욕주에서 유권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만족되어

야합니다:

• 미국 시민이어야 한다.

•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16, 17세에 사전 등록을 할 수는 있으나
    18세가 되어야 투표할 수 있다)

• 선거일 이전 최소 30일 이상 현 거주지에서 살아야 한다. 

• 중범죄로 감금 또는 가석방 중이어서는 안된다 
    (사면되어 가석방되거나 시민권이 회복되지 않는 한)

• 법원에서 금치산자 판정을 받아서는 안된다. 

• 타주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면 안된다. 

등록 절차
 • 해당지역 선관위 사무실이나, 뉴욕주 유권자 등록센터, 차량국에서
  직접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차량국에서 발급받은 신분증이 있으면 유권자 등록서를 차량국 
  웹싸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을 위해
  서는 다음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뉴욕주 운전면허증, 허가증 또는 비운전자 신분증
  차량국에 등록되어있는 현재 거주지 우편번호
  소셜번호의 끝 4자리 숫자

 • 유권자 등록 신청서는 www.kace.org/election, 우체국, 타운홀,
  또는 기타의 정부관청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작성시, 
  출력해서 서명을 해야합니다. 뉴욕주 선관위에서는 전자서명을 
  인정하지않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완성된 신청서를 시민참여
  센터에 내시거나, 우편 또는 인편으로 해당 카운티의 선관위 사무실
  에 내시면 됩니다. 

 • 유권자등록 신청서를 우편으로 받기를 원할 경우
  https://www.elecions.ny.gov/VoterRegSite/VoterRegistration
  에서 요청하면 됩니다. 

 • 유권자 신청서를 1-800-FOR-VOTE에 전화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파란색 또는 검은색 잉크 펜으로 
작성하여 해당지역의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시
민참여센터 사무실로 가져오시면 대신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
는 원본 싸인이 필요하므로 팩스로 보낼 수 없습니다. 

2002년에 미국 정부는 “투표를 돕는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첫 
유권자 등록시에 추가적인 신분확인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에 의
거 신청자는 운전면허증 또는 비운전면허증 번호, 소셜번호의 끝 네 자
리 번호, 은행 명세서, 또는 공과금 납부서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규칙
은 2003년 이래 처음으로 유권자 등록을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유권자 등록 신청서에 이러한 신분 정보를 기재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유권자 등록시 이러한 정보가 제출이 안 되었을 경우 선거관리 위원회에
서 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낼 것 입니다. 

뉴욕시 유권자 등록은 영구적인 것이지만 이사를 하거나 개명을 하는 경
우에는 새 주소나 이름을 선거관리 위원회에 알리시거나 유권자 등록 신
청서를 새로 작성하셔서 해당 지역 선거관리 위원회에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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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er registration in New York is permanent. However, if you plan to move or 
change your name, you must notify the Board of Elections and inform them of 
your new address and/or new name.  This can be accomplished by complet-
ing a new voter registration form with the updated information and returning it 
to your local Board of Elections.

Party Affiliation 
Party Affiliation and the Primary Election System
In a Primary Election, only voters registered with a party may vote to nominate 
their party’s candidate.  
Candidates nominated by the parties for each office then appear on the gen-
eral election ballot, along with any independent candidates who successfully 
petitions to gain access to the general election ballot without running in a party 
primary.

Voting in Party Primary Elections
Only voters enrolled in one of the parties conducting a primary may participate 
in that party’s election, unless a party’s rules otherwise provides. All regis-
tered voters are eligible to vote in General and Special Elections.

To Change Your Party Affiliation
You can change your party affiliation by indicating the change on the voter 
registration application and sending it to your local Board of Elections.  They 
will process the change and send you a new voter card reflecting the change 
in party. 

Keeping Your Registration Current 
What the Law Says
Your residential address determines which elections you are eligible to vote.  
If you have moved, you can use the voter registration form as a change of 
address form.
Notices of change of address from registered voters received at least 20 days 
before a special, primary or general election by your local Board of Elections 
must be processed and entered in the records in time for that election.
 

To Make Changes to Your Registration
You must notify the Board of Elections, in writing, to make any change to your 
registration (change of address/name).  You can use the voter registration 
form as your change of address or change of name form and you must send 
your form to your local Board of Elections.  

Absentee Voting
Absentee voting is available for:
 • Individuals who are absent from their county on Election Day
 • Unable to appear at the polls due to temporary or permanent illness
 or disability (temporary illness includes being unable to appear due to
 risk of contracting or spreading a communicable disease like COVID-19)
 • Unable to appear because you are the primary caregiver of one or more
 individuals who are ill or physically disabled
 • A resident or patient of a Veterans Health Administration Hospital
 • Detained in jail awaiting Grand Jury action or confined in prison after
  conviction for an offense other than a felony. 

정당 가입 
정당 가입과 예비선거 시스템

예비선거에서 정당에 가입한 유권자만이 자신이 속한 정당의 후보자를 

추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나면 정당의 추대를 받은 후보자가 각 정당의 예비선거를 거치지

않고 본선거에 진출한 독립 후보자들과 함께 본선거에 나가게 됩니다. 

예비선거 투표

정당의 강령에 예외 규정이 있지않는한 정당에 가입된 유권자만이 예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유권자들은 본선거와 특별선거에 투

표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입된 정당을 바꾸기를 원하는 경우

가입된 정당을 바꾸기를 원하면 유권자등록 신청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

여 뉴욕시 선거관리 위원회에 보내면 됩니다. 선관위에서 변경한 후 새 유

권자 카드를 보내줄 것입니다. 

유권자등록을 유지하는 것
법 규정
주소지에 따라 어떤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지 결정이 됩니다. 이사를 

하면 유권자 등록신청서에 새 주소를 기재하여 주소변경에 사용하면 됩

니다. 등록된 유권자의 주소변경은 특별선거, 예비선거, 본선거로부터 20

일 이전에 선관위에 도착이 되어야 해당 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주소나 이름) 선거관리 위원회에 서면으

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등록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선거관리 위

원회에 보내면 됩니다. 

부재자투표
부재자투표가 가능한 경우: 

 • 선거일에해당 카운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

 •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질병이나 장애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경우

  (코비드와 같은 질병에 감염이 되거나 퍼트릴 위험이 있는 경우도 

  일시적인 질병에 해당합니다.)

 •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타인을 돌보기 때문에 투표소에 갈 수 없는 경우

 • 퇴역군인을 위한 병원에 입원 또는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중범죄를 제외한 범죄로 재판을 받은 후 수감되어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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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Apply for an Absentee Ballot: 
 • Electronically through New York State Board of Elections Electronic 
   Absentee Ballot Application Portal: https://absenteeballot.elections.ny.gov/ 
 • By sending an email request, telephoning a request, or sending a fax
 request to your local county Board of Elections
 • By going in-person to your local county Board of Elections
 • By mailing a paper application to your local county Board of Elections 

Applications must be mailed to your local county Board of Elections no later 
than the seventh day before the election or delivered in person no later than 
the day before the election.

Absentee Ballot Application Deadlines: 
 • You must apply online, postmark, email or fax a completed absentee 
 ballot application or letter request for the General Election Absentee ballot
  no later than 7 days (October 27, 2020) before the election. 
 • You may apply in-person up to the day before the election
 (November 2, 2020)

Note: The post office has advised that they cannot guarantee timely delivery 
of ballots applied for less than 15 days before an election.  KACE suggests 
voters send their absentee ballot application as soon as possible to avoid any 
complications due to late mail delivery times. 

How to Cast an Absentee Ballot:
1. Once you receive the absentee ballot, mark the ballot according to your 
choices for each office following the instructions on the ballot.  You must fill 
out the application using only a blue or black pen
2. Once you have completed marking your ballot, fold it up and place it in the 
Security Envelope.  The envelope will have a place for your signature
3. Sign and date the outside of the Security Envelope
4. Seal the Security Envelope
5. Place the Security Envelope in the Return Envelope
6. Seal the Return Envelope
7. You may return the ballot in any of the following ways:
 a) By mail: 
  • Put the ballot in the mail ensuring it receives a postmark no later 
  than November 3rd
 b) In person:  
  • Bringing it to your local county Board of Elections no later than 
  November 3rd by 9 PM
  • Bringing it to an early voting poll site between October 24th and
   November 1st
  • Bring it to a poll site on November 3rd by 9PM

부재자투표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뉴욕주 선관위 부재자투표 신청 포털에서 신청:

   https://absenteeballot.elections.ny.gov/

 • 해당 지역 선관위에 이메일,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

 • 해당 지역 선관위를 직접 찾아가서 신청

 • 해당 지역 선관위에 우편으로 신청서를 발송

부재자투표 신청서 마감일: 

 • 본선거 부재자투표 신청서는 선거일로부터 7일 이전 (2020년 10

  월 27일)까지 온라인, 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져야 합니다.

 • 인편으로는 선거일 전날 (2020년 11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 우체국이 선거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신청된 투표용지는 시간내에 

배달하는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시민참여센터는 우

편 배달이 지체되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피하기위해 가능한한 빨리 부

재자투표 신청서를 보낼 것을 권합니다. 

부재자투표 방법:

1. 부재자투표 용지를 받으면 투표용지에 있는 지시사항을 따라서 본인

이 원하는 후보자에게 표시를 합니다. 검은색 또는 파란색 펜만 사용합

니다.

2. 투표용지에 다 표시를 한 후, 접어서 안심봉투 안에 넣습니다. 봉투에 

서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 안심봉투에 서명을 하고 날짜를 적습니다.

4. 안심봉투를 봉합니다.

5. 안심봉투를 반송봉투 안에 넣습니다.

6. 반송봉투를 봉합니다.

7. 반송봉투를 보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우편: 

   • 11월 3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힐 수 있도록 시일내에 발송한다.

  b) 인편으로 직접 가져가는 방법:

   •11월 3일 저녁 9시 이전에 해당 지역 선관위로 가져간다.

   •10월 24일과 11월 1일 사이에 조기투표소로 가져간다.

   •11월 3일 저녁 9시 이전에 투표소로 가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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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 Voting 
New Yorkers have the option to vote early for the November 3, 2020 General Election.
 
Early voting allows you to vote in person at a poll site within your county from 
October 24, 2020 to November 1, 2020. 
You do not need a reason or excuse to vote early. 
 

To find your Early Voting Poll Site, please visit: https://voterlookup.elections.
ny.gov/
 
Early Voting Poll Sites may have different operation hours compared to general 
election poll sites.  Please be sure to contact your local Board of Elections for 
Early Voting Poll Site operation hours. 

Where to Vote
Polling places are open 6:00 AM to 9:00 PM.

You can vote ONLY at your designated polling place.  Make sure you are at the 
correct polling site and Election District (E.D.) for your address.

You can find your poll site location by:
 • Going to https://voterlookup.elections.ny.gov/ and put in your name, 
   date of birth, county and zip code you reside in
 • For New York City Voters: You can call the Voter Phone Bank at
   1-866-VOTE-NYC (1-866-868-3692) 

TDD Service
A Telecommunications Device for the Deaf (TDD) has been installed in the 
phone bank to answer inquiries of any voter with a hearing impairment who 
has access to a TDD. The TDD Service Number is 212-487-5496.

Permanent Absentee Ballot
If you are permanently ill or disabled, you have the right to receive an Absentee 
Ballot for each subsequent election without further application.  
 
File an application with your local county Board of Elections indicating per-
manent illness or physical disability.  You will then automatically receive an 
absentee ballot for every election until your registration is cancelled. 

Data Sources
Demographic information was collected from the 2019 American Commu-
nity Survey (ACS) 1-Year Estimates published by the U.S. Census Bureau, 
the American Community Survey 5-Year Estimates (2014-2018) published 
by the U.S. Census Bureau, and the Citizen Voting Age Population (CVAP) 
Special Tabulation From the 2014-2018 5-Year American Community survey 
published by the U.S. Census Bureau. 
    
Registered voter data was collected from the New York State Board of Elec-
tions’ Voter Enrollment by County, Party Affiliation, and Status report as of 
February 21, 2020.

Korean American population and Korean American voter population was cal-
culated by using KACE’s proprietary algorithm.

조기투표
뉴요커들은 2020년 11월 3일 본선거 투표를 미리 할 수도 있습니다. 

2020년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본인의 카운티에 있는 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조기투표 투표장은 https://voterlookup.elections.ny.gov/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조기투표 시간은 일반 투표와 다를 수 있으니 선거관리 위원회에 투표시

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소
투표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열려있습니다.

본인에게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소지에 맞

는 선거구와 투표소를 찾아가도록 하십시오.

투표소를 확인하려면:

 • https://voterlookup.elections.ny.gov/에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카운티, 우편번호를 넣는다.

 • 뉴욕시 (5보로) 거주자는 유권자 전화 은행

  1-866-VOTE-NYC (1-866-868-3692)에 전화를 건다.

TDD 서비스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화서비스(TDD)를 이용할 수 있는 청각장애인을 위

해 전화 은행에 TDD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번호는 212-487-5496.

영구 부재자투표

영구적인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영구 부재자투표를 신청할 수 있습

니다. 해당 카운티의 선관위에 영구 질병이나 장애 정보를 넣고 신청서

를 제출하면본인이 취소할 때까지 투표용지가 매 선거마다 자동으로 보

내집니다. 

정보 출처 

인구통계는 뉴욕시의회 도시계획부의 인구통계조사 (CNCLD), 미국 인

구조사 위원회에서 펴낸 2019년 미국 지역사회 조사서 (ACS), 그리고 미

국 인구조사 위원회에서 펴낸 향후 5년의 미국 지역사회 조사서 (2014-

2018)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등록된 유권자 정보는 2020년 2월 21일 기준 뉴욕주 선거관리 위원회

의 카운티별, 정당 가입별, 현재 조건별 유권자 등록 보고서에서 발췌하

였습니다.

한인 유권자수는 뉴욕주 선거관리 위원회와 뉴욕시 선거관리 위원회에

서 제공받은 유권자 등록 정보를 시민참여센터에서 자체 개발한 연산법

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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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 B.S. in Economics from Wharton School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Public Service Experience:
 •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17-Present)

Policy Focuses & Promises:
 • Implemented Every Student Succeeds Act to empower states with flexibility to educate students and 
implemented year-round distribution of Pell grants 
 • Passed Tax Cuts and Jobs Act and signed an Executive Order to expand federally funded apprenticeship 
programs and on-the-job training 
 • Expanded access to Association Health Plans to allow small businesses to pool risk across states, signed 
six-year extension of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 declared opioid crisis as nationwide public 
health emergency, and repealed Affordable Care Act’s individual mandate
 • Called on Congress to: fully fund the southern border wall, close legal loopholes, end chain migration, and 
eliminate the visa lottery program
 • Ordered Dept. of Homeland Security to wind down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program, 
rescinded Deferred Action for Parents of Americans (DAPA) program, signed Executive Order disqualifying 
sanctuary cities from receiving federal grants, and released immigration reform proposal calling for transition 
to merit-based immgration plan 
 • Signed Executive Order to expand offshore oil and gas drilling, approved Keystone XL, Dakota Access, 
New Burgos pipelines, announced intent to withdraw U.S. from Paris Climate Agreement, rescinded President 
Obama’s Clean Power Plan and methane emissions rule, and proposed Affordable Clean Energy Rule
 • Imposed 25% global tariff on steel imports and 10% global tariff on aluminum imports, withdrew U.S. from 
Trans-Pacific Partnership, completed the United States-Mexico-Canada trade agreement,  and recognized 
Jerusalem as capital of the State of Israel and directed relocation of the U.S. Embassy

Education: 
• B.A. in History and Political Science from University of Delaware; 
    J.D. from 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Public Service Experience:
 • New Castle County Councilmember (1970-1972)
 • U.S. Senator of Delaware  (1973-2009)
 • Ranking Member of the U.S. Senate Committee on the Judiciary (1981-1987;1995-1997)
 • Chairperson of the U.S. Senate Committee on the Judiciary (1987-1995)
 • Ranking Member of the U.S.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1997-1999; 2003-2007)
 • Chairperson of the U.S.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2001-2003; 2007-2009)
 •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08-2017)

Policy Focuses & Promises:
 • Will support educators, invest in resources for schools, ensure no child’s future is determined by their zip 
code, parents’ income, race, or disability, provide eve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 a path to a successful 
career, and start investing in children at birth
 • Will invest in school mental health professionals to double number of health professionals employed in 
schools, invest in school vocational training and partnerships between high schools, community colleges, 
and employers, and invest and allow Pell grants to be used for dual enrollment programs 
 • Will establish a True Small Business Fund, make sure program’s terms help small businesses, and provide 
a guarantee that every qualifying small business will get relief 
 • Will provide state, local, and tribal governments with aid to avoid essential workers being laid off, extend COVID-19 
crisis unemployment insurance, and provide a comeback package for Main Street businesses and entrepreneurs
 • Supports raising federal minimum wage to $15
 • Will build on the Affordable Care Act by giving Americans more choice, reducing health care costs, and 
making health care system less complex to navigate 
 • Will adopt in his first 100 days in office: reversal of parent separation policy at the border, end policy of 
limiting number of asylum applications accepted each day, surge humanitarian resources to the border, end 
prolonged detention and reinvest in a case management program, reverse public charge rule, reinstate DACA 
program, rescind travel and refugee bans, and streamline naturalization process
 • Will propose $2 trillion accelerated investment plan to build a modern infrastructure, achieve carbon pollution-free 
power sector by 2035, make investments in energy efficiency in buildings, pursue investment in clean energy innovation, 
advance sustainable agriculture and conservation, and secure environmental justice and equitable economy opportunity  
 • Will end forever wars in Afghanistan and the Middle East, end support for the Saudi-led war in Yemen, 
elevate diplomacy as the premier tool of global engagement, rebuild and modernize the U.S. Dept. of State, 
rejoin the Paris Climate Accord, strengthen alliances with Japan, South Korea, Australia, and other Asian 
democracies while sustaining commitment to Israel’s security, and empower negotiators and jump start 
campaign with allies to advance shared objective of a denuclearized North Korea 

Donald J. Trump
Incumbent & Republican Party Candidate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 & 공화당 후보

Joseph R. Biden
Democratic Party Candidate
 조셉  R.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후보

학력: 펜실베이니아 대학 와튼스쿨  경제학 학사

공직경력: -  미국 대통령  (2017-현재)

학력: 델라웨어 대학 역사, 정치 과학 학사; 시라큐스 법대 J.D.

공직경력: • 뉴캐슬 카운티 의원 (1970-1972) • 연방 델라웨어 상원의원  (1973-2009)

 •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 간사(Ranking member) (1981-1987;1995-1997)

 •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 (1987-1995) •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1997-1999; 2003-2007)

 •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2001-2003; 2007-2009) • 미국 부통령(2008-2017)

중점 정책 & 공약:

  • 각 주정부에 학교 개선과 교사 평가 방식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모든 학생 성공법’(ESSA·Every student 

succeeds act)  시행 및 연중 펠그랜트(year-round distribution of Pell grants) 프로그램 시행

  • 세금 감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법개혁안인 ‘감세와 일자리 법안(Tax Cuts and Jobs Act)’ 시행 및 연방

정부 지원 인턴쉽 및 연수(on-the-job training) 프로그램 확대 

  •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공동구매 형태로 ‘단체 건강보험 플랜’(Association Health Plans)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 주 경계를 넘어선 개인건강보험 구매 허용, 저소득 가구  아동에게 제공되는 ‘어린이 건강보험 프

로그램(CHIP,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혜택  6년 더 연장,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피드  남용 

관련 공중보건비상사태 선언, 오바마케어 개인 가입 의무 조항 폐지

  • 의회에 남부 국경 장벽 건설 지원금, 연쇄 가족 이민과 추첨 비자 제도 폐지 촉구 

  • 국토안보부(DHS)에 서류미비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과 서류미비 청소년 부모 추방유예(DAPA) 

프로그램 폐지 지시, 불체자 보호도시(sanctuary cities) 연방 지원금 수령 불허 행정명령 서명, 메릿 베이스드

(merit-based)  중심의 이민 제도 개편 계획 공개   

  • 해안 원유와 개스 시공에 대한 금지령 해제 행정명령 서명, 키스톤 송유관, 다코타 액세스,  뉴 부르고스 송

유관 허용, 파리 기후 협정 탈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클린 파워 플랜및 메탄 베출 규제 규정 폐지, 경제적 청

정 에너지 규정으로 대체

  •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 부과,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탈퇴,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 협정(USMCA) 체결 및 발효, 예루살렘 이스라엘 공식 수도로 인정 및 미 대사관 이전 지시

중점 정책 & 공약:

  • 교사 지원, 학교 자원 투자, 지역·소득·인종·장애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 모든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이 성

공적인 직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 출산 지원

  • 교내 정신 건강 의료진을 현재 두 배로 확충, 직업 훈련 투자, 고교와 커뮤니티칼리지, 기업간 파트너십 체결, 

이중 등록(dual enrollment)에도 펠 그랜트 받을 수 있도록 허용

  •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위한 스몰 비즈니스 펀드 설립, 해당 펀드가 소상인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자격을 갖춘 모든 소상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

  • 필수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일이 없도록 주와 지역 정부 차원에서 지원, 코로나 19 긴급 실업수당 연장, 대기업 등에 컴백 패키지 제공

  • 연방 최저 임금 15달러로 인상 지지

  • 의료 지출을 줄이고 선택 기회를 늘리며, 현재보다 단순하게 오바마케어 개선

  • 취임후 100일 시행 정책 : 국경 가족 분리 정책 취소, 매일 접수받받는 망명 신청 수를 제한하는 정책 종료, 국

경 인도주의적 리소스 확충, 장기 구금 금지 및 케이스 관리 프로그램 재투자, 공적 부조 이용자 영주권 기각 규정 

폐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재실행, 입국과 난민 금지 프로그램 폐지, 시민권 처리 유동화 

  • 인프라스트럭처 현대화 프로젝트에 2조 달러 가속 투자, 2035년까지 탄소 배출이 없는 무공해 전력 섹터 달성,  에

너지 고효율 건물 투자 확충,  청정 에너지 혁신 투자 추진, 지속 가능한 농업 현실화, 환경 정의화 균등 경제 기회 보장

  • 아프가니스탄, 중동과의 전쟁 종식, 예멘에서 사우디 주도 전쟁 지지 종료,  법세계적 개입의제1 수단으로 외

교 승격, 연방 국무부 현대화, 재건설, 파리 기후 협약 재가입,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아시안 민주 국가들과 동맹 

강화, 이스라엘 안보 헌신 유지, 북한 탈핵화 공동 목표를 위해 우방국과 본격 논의

Candidates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Four Year Term and Two Term Limit 미국 대통령 후보 / 임기 4년 재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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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N/A
Public Service Experience:
• U.S. Marine Corps Reserves (1972-1978)
• Co-founder of the United States Green Party (1984) 
• Co-Founder/National Committee Representative of Independent
 Progressive Politics Network (1995-Present)
• National Committee Member of Green Party of the United States (2001-Present)
• Co-Founder/National Committee Representative of Green Alliance (2001-Present)

Education: N/A

Public Service Experience:
• Chairperson of the Board of Integro Foundation (2017-Present)
• Co-Founder & Board Member of EOS Foundation (2018-Present) 

Policy Focuses & Promises:  N/A

Policy Focuses & Promises:
• Supports lifelong free public education - Pre-K through college
• Supports a $20 minimum wage and affordable housing for all through universal rent control and public housing 
• Supports Medicare for All as a community-controlled national health service 
• Supports paths to citizenship, opening borders where movement between nations is free, and replacing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and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BPE) with a new immi-
gration agency committed to an open borders policy
• Will propose an Ecosocialist Green New Deal which seeks to have zero-to-negative carbon emissions and 
100% clean energy by 2030, ban fracking, and reconstruct all economic sectors for ecological sustainability 
• Pledges no first use of nuclear weapons, negotiate with nuclear powers to enact the Treaty on the Prohibi-
tion of Nuclear Weapons, end wars, bring U.S. troops home, and cut the military budget by 75%  

Policy Focuses & Promises:
• Would eliminate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return control of education to parents, teachers, and students 
• Would support lowering government spending and taxes, ending all federal government licensing require-
ments on workers, and replacing government regulation with market regulation
• Supports overhauling the healthcare system to allow price competition, reducing government and insur-
ance company paperwork, and getting rid of the FDA’s efficacy requirement 
• Will work to repeal quotas on the number of people who can legally enter the U.S., comprehensively reform 
the immigration process, and expand visas   
• Will work to replace coal burning and oil burning power plants in the U.S. with high-tech nuclear power 
plants and allow off-grid use of solar power
• Will work with Congress to end all energy subsidies 
• Will work to keep the U.S. government and U.S. military out of foreign wars, bring back U.S. military per-
sonnel stationed in foreign countries, and stop U.S. military aid to foreign governments 

Education: B.S. in Psychology from Baylor University; MBA from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PhD in Industrial/Organizational Psy-
chology from Clemson University
Public Service Experience:
• Former Vice-Chair for the South Carolina Libertarian Party
• Former Greenville County Chair for the South Carolina Libertarian Party
• Former National Marketing Director for the South Carolina Libertarian Party

Howie Hawkins  Green Party Candidate 
호위 하킨스 녹색당 후보 

Brock Pierce  Independence Party Candidate 
브록 피어스 독립당 후보

Jo Jorgensen  Libertarian Party Candidate  
조 조겐슨 자유당 후보

정당: 녹색당 

학력: N/A

공직경력: • 미 해병대 리저브드 (1972-1978)

 • 미 녹색당 공동 창립자 (1984) 

 • 독립 진보 정치 네트워크(National Committee Representative of Independent Progressive

    Politics Network )공동 창립자 (1995-현재)

 • 녹색당 내셔널 커미티 회원((2001-현재)

 • 녹색 연맹 내셔널 커미티 공동 창립자 (2001-현재)

학력: 배욜라 대학 심리학 전공 학사; 서던 메소디스트 대 MBA; 클렘슨 대학 공업//조직 심리학 PhD

공직경력: • 전 사우스 캐롤라이나 자유당 부의장

 • 전 사우스 캐롤라이나 자유당 그린빌 카운티 의장

 • 전 사우스 캐롤라이나 자유당 전국 마켓팅 디렉터

학력: N/A

공직경력: • 인테그로 파운데이션 보드위원장(2017-현재)

 • EOS파운데이션 보드 회원 및 공동 창립자 (2018-Present)

중점 정책 & 공약: N/A

중점 정책 & 공약:

  • 프리-K부터 칼리지까지 평생 무상 교육 지지

  • 연방 최저 임금 20달러 지지, 유니버설 렌트 컨트롤을 통한 서민 아파트 확충 

  • 커뮤니티 관할 전국 건강 보험으로 메디케어 포 얼(Medicare for All) 지지 

  • 시민권 부여 기회 지지, 국가간 이동이 자유로운 곳에 국경 개방 지지,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열린 국경 정책에 부응하는 새로운 이민 기관으로 대체  

  • 2030년까지 탄소 무 또는 마이너스 배출, 100% 클린 에너지를 목표로 하는 생태사회주의(Ecosocialist)

     그린 뉴딜 추진, 수압 파쇄법 금지,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위해 모든 경제 부문을 재건설

  •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 서약, 핵무기 금지 조약 시행을 위해 핵무기 보유 국가와 협의

  • 전쟁 종식, 해외 파견 미국 본국 귀환, 국방 예산 75%까지 감축

중점 정책 & 공약:

  • 교육부 폐지로 교육을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이 컨트롤할 있도록 함

  • 정부 지출과 세금을 낮추고 모든 연방 정부 라이센싱 의무화를 폐지하며 현 정부 규제를 시장 규제로 대체 

  • 건강보험가격 경쟁 허용을 통한 건강보험 시스템 개혁 지지, 정부와 보험 회사의 불필요한 문서 업무 줄임, 

     연방식약청(FDA) 효능(efficacy) 의무사항 폐지 

  • 영주권 쿼터 폐지, 포괄적 이민 개혁, 비자 확충

  • 석탄과 오일 연소 전력 공장을 고기술 핵 전력 공장으로 대체하고 오프 그리드 태양열 전력 허용

  • 모든 전력비 지원을 폐지하도록 의회에 요구

  • 외국 전쟁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해외 파견 미군 본국 귀환 조치, 외국 정부의 미국 군사 지원 중단

Candidates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Four Year Term and Two Term Limit 미국 대통령 후보 / 임기 4년 재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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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N/A
Public Service Experience: 
• Legislative Director for Amalgamated Transit Union Local 998
   (2011-2013) 
• Community Campaigns Coordinator for Wisconsin Jobs Now
   (2015-2016) 

Education: B.A. in American History from Hanover College; J.D. from 
Robert H. McKinney School of Law at Indiana University
Public Service Experience: 
• U.S. Representative for Indiana’s 2nd Congressional District (2001-2013) 
• Chairperson of the House Republican Conference (2009-2011) 
• Vice Chair of the U.S. House Subcommittee on Middle East and South Asia (2011-2012)
• Vice Chair of the U.S. House Subcommittee on the Constitution (2011-2012) 
• Governor of Indiana (2013-2017)
•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2017-Present)

Education: N/A
Public Service Experience: N/A

Education: N/A
Public Service Experience: N/A

Education: B.A. in Political Science and Economics from Howard Uni-
versity; J.D. from University of California, Hastings College of the Law
Public Service Experience: 
• Deputy District Attorney of Alameda County, California (1990-1998) 
• Career Criminal Unit Attorney for the Office of the San Francisco District 
Attorney (1998-2000) 
• Chief of the Community and Neighborhood Division for the Office of the 
San Francisco City Attorney (2000-2003) 
• District Attorney of San Francisco, California (2004-2011)
• Attorney General of California (2011-2016)
• U.S. Senator of California (2017-Present)
• Ranking Member of the U.S. Senate Environment Subcommittee on Su-
perfund, Waste Management, and Regulatory Oversight (2017-2018)

Angela Nicole Walker Green Party Candidate 
앤젤라 니콜 워커 녹색당 부통령 후보

Michael R. Pence
Incumbent & Republican Party Candidate
마이클 R. 펜스 현 부통령 & 공화당 부통령 후보

Jeremy Cohen Libertarian Party Candidate
 제레미 코헨 자유당 후보

Karla Ballard Independence Party Candidate
칼라 발라드 독립당 부통령후보

Kamala D. Harris
Democratic Party Candidate
카말라 D.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

학력: N/A

공직경력:
• 연합 트랜짓 노조 로컬 998 입법 디렉터 (2011-2013) 

• 위스컨신 잡 나우 커뮤니티 캠페인 코디네이터 (2015-2016)

학력:  N/A

공직경력:  N/A

학력: N/A

공직경력:  N/A

학 력: 캘리포니아대학 정치과학.경제학 학사

          해스팅스 법대 법학박사 

공직경력: • 캘리포니아 알라메다 카운티 부검사장 (1990-1998) 

 • 샌프란시스코 검찰청 전문 범죄반 검사 (1998-2000) 

 • 샌프란시스코 시 검찰청 커뮤니티/네이버후드 전담반 반장

     (2000-2003) 

 •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검사장(2004-2011)

 •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2011-2016)

 • 연방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2017-현재)

 • 연방 상원 수퍼펀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앤 레귤러토리

     오버사이트 소위원회 간사(2017-2018)

 •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검사장(2004-2011)

 •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2011-2016)

 • 연방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2017-현재)

 • 연방 상원 수퍼펀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앤 레귤러토리
    오버사이트 소위원회 간사(2017-2018)

Candidates for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Four Year Term and No Term Limit 미국 부통령 후보 / 4년 임기, 임기 제한 없음

학 력: 하노버칼리지 미국 역사 B.A; 인디애나대 로버트 H.

          맥킨니 법대  J.D.  

공직경력: • 인디애나 연방하원 2선거구 의원 (2001-2013) 

 • 하원 공화당 컨퍼런스 위장e (2009-2011) 

 • 하원 중동, 남아시아 소위원회 부위원장(2011-2012)

 • 하원 헌법 소위원회 부위원장원 (2011-2012) 

 • 인디애나 주지사 (2013-2017)

 • 미국 부통령(201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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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umbent & Democratic Party Candidate

Education: B.S. from Boston College; J.D. from Fordham University 
School of Law 
Public Service Experience: 
 • Law Clerk for Chief Judge Thomas C. Platt for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NY (1989-1990) 
 • Mayor of Glen Cove, NY (1994-2001)
 • Nassau County Executive (2002-2009)
 • U.S. Representative for New York’s 3rd Congressional District
    (2016-Present)

Policy Focuses & Promises:
 • Will prioritize modernizing public schools 
 • Has called on financial institutions to ensure every small business has access to loans and grants 
    provided for in the CARES Act, regardless of size
 • Leads efforts to restore State and Local Tax (SALT) deductions  
 • Believes in building on the Affordable Care Act to expand access to healthcare and lower costs for 
    all Americans
 • Believes cost of prescription drugs must be reduced and supports allowing Medicare to negotiate drug
   prices with pharmaceutical companies 
 • Cosponsor of the DREAM Act
 • Cosponsor of the Climate Action Now Act and Green Act of 2020
 • Focused on waste and drinking water improvements, as well as green energy production, electric 
   vehicles, and the accompanying infrastructure to support them

Republican Party Candidate
Education: Bachelor of Economics and Finance from Baruch College
Public Service Experience: 
 • Founder of Friends of Pets United (2013-2018)
Policy Focuses & Promises:
 • Believes that deciding where a child goes to school should be the right
    of the child’s family 
 • Will prioritize local job creation and improving Long Island’s economy 
 • Supports ending price gouging by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lifting caps on health savings accounts
 • Pledges to fight to protect accessibility of insurance for individuals with
   pre-existing conditions
 • Has a five-point plan that will build the wall, eliminate sanctuary cities
  and states, end chain migration, close immigration loopholes, and
   mandate and enforce E-Verify 
 • Believes in reforestation to reduce urban heat islands, continuing 
   studies and constructing barriers to protect property against natural
   disasters, and eliminating plastic in the ocean

Libertarian Party Candidate

Education: B.A. in Philosophy from Colgate University; J.D. from 
                   Touro College Jacob D. Fuchsberg Law Center

Public Service Experience: 
 • Assistant Scout Master for Boy Scouts of America (2003-2010) 

Policy Focuses & Promises: N/A

Thomas Suozzi 토마스 수오지 George A.D. Santos 조지 A.D. 샌토스

Howard Rabin 하워드 라빈

현 의원 & 민주당 후보

학력:   • 보스턴 칼리지 학사. ; 포담대 법대  법학박사

공직 경력: •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 토마스 C. 플랫 수석 판사 재판연구원(Law Clerk) (1989-1990) 

 • 뉴욕 글랜코브 시장 (1994-2001)

 • 낫소 카운티 카운티장(2002-2009)

 • 연방하원 뉴욕3선거구 의원 (2016-현재) 

주요 정책 & 공약:
 • 공립학교 현대화 최우선 과제 

 •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스몰 비즈니스가  ‘코로나19 경기부양법’(CARES Act)에 따라 대출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 기관에 주문  

 • 주지역세(SALT) 소득공제 제한 다시 없애기 위해 노력  

 •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접근 확대가 모든 미국인들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처방약값 인하  및 메디케어가 제약사와 직접 약값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허용 추진

 • 드림액트 공동 상정

 • 쿨라이매이트 액션 나우법과 2020 그린 액트 공동 상정

 • 쓰레기와 식수질 향상, 그린 에너지 생산, 전기 자동차 등을 위한 사회기반산업 구축

공화당 후보

학력:   • 보스턴 칼리지 학사. ; 포담대 법대  법학박사

공직 경력: • 프렌즈 오브 펫츠 유나이티드(Friends of Pets United) 창립자 (2013-2018)

주요 정책 • 자녀의 학교 결정은 부모의 권리라고 믿음

& 공약: • 롱아일랜드 지역 경제 향상과 직업 창출 최우선 과제

 • 제약 업체의 가격 횡포 종식 및 헬스 세이빙 계좌 한도 없앰 지지

 • 개인과 지병 환자들의 보험 접근권 보장을 위한 투쟁 약속

 •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불체자 보호도시(sanctuary cities) 제거, 가족 연쇄 이민 폐지, 이민제도의 허점 방지,

     불법 이민자들의 고용을 막기 위한 ‘고용자격 전자확인시스템(E-Verify) 의무화 등 이민 5대 계획 실행

 • 도시열섬(Urban Heat Island)을 줄이고 자연 재해로부터 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벽 건설 및

    해안가 플라스틱 제거를 위한 복원 작업 실시

자유당 후보

학력:   • 콜게이트대학 철학과  학사; 
    투오로 칼리지 제이콥  D.푸츠버그 법대 법학박사

공직 경력: • 미국 보이 스카웃 어시스턴트 스카웃 마스터(2003-2010) 

주요 정책 & 공약:  N/A

뉴욕 3선거구는 낫소 카운티, 서폭 카운티와 퀸즈 카운티 등의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
드 노스쇼어의 지역을 대부분 포함하고 북서쪽 서폭카운티 및 낫소카운티 북쪽과 북동의 퀸즈 지역
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커뮤니티는 헌팅턴, 노스포트, 코맥, 딕스힐, 플레인뷰, 힉스빌, 사요셋, 글렌코브, 로슬린, 
포트워싱턴, 그레잇넥입니다. 퀸즈는 리틀넥, 화잇스톤, 글렌옥스, 플로럴팍입니다.

현재 토마스 수오지 의원 관할 지역으로 재선에 도전합니다.

Candidates for New York Congressional District 3
Two Year Term and No Term Limit 연방하원 3선거구 후보 / 2년 임기, 임기 제한 없음

The 3rd Congressional District includes areas of Nassau, Suffolk and Queens. It encompass-
es most of the North Shore of Long Island and expands from northwestern Suffolk County, 
across northern Nassau County, and into far northeastern Queens. 
Long Island communities in the district include Huntington, Northport, Commack, Dix Hills, 
Plainview, Hicksville, Syosset, Glen Cove, Roslyn, Port Washington, and Great Neck. Neigh-
borhoods of Queens in the district include Little Neck, Whitestone, Glen Oaks, and Floral Park. 

The incumbent for the 3rd Congressional District is Representative Thomas R. Suozzi who is 
running for re-election.

Total Population (As of 2019): 725, 746

Total Eligible Voter Population (Estimate.  As of 2018): 524,035

Total Registered Voters (As of February 21, 2020): 546,246

Asian American Population (As of 2019): 16.66%

Korean American Population: 18,035  Korean American Registered Voters: 7,127

총 인구 (2019년 현재): 725, 746

총 유권자 (2018년 현재 추산): 524,035

총 등록된 유권자 (2020년 2월 21일 현재): 546,246

아시아 인구 (2019년 현재): 16.66%

한인 인구:  18,035 한인 유권자:  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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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umbent & Democratic Party Candidate

Education: B.A. from University of Michigan; J.D. from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at Yeshiva University
Public Service Experience: 
 • NYS Assemblymember for District 22 (2009-2012) 
 • U.S. Representative for New York’s 6th Congressional District
    (2013-Present) 
 • Ranking Member of the U.S. House Small Business Subcommittee
    on Contracting and Workforce (2013-2014)
 • Ranking Member of the U.S. House Small Business Subcommittee
    on Agriculture, Energy, and Trade (2015-2016)
 • Assistant Whip in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2015-2017) 
 • Vice Chair of the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2017-Present)

Policy Focuses & Promises:
 • Has fought to secure funding for public education and advocates for policies that address student loan
     debt, address college affordability, and support college-to-career programs
 • Committed to supporting small businesses and creating high quality, good-paying jobs that can support families
 • Supports $15/hour minimum wage and cosponsors legislation that expand worker protections
 • Supports creating a pathway for DREAMERs to receive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 ending family
     separation at the border, and opposes efforts to increase funding for President Trump’s border wall proposal
 • Supports Green New Deal and believes in strengthening environmental protections 
 • Cosponsor of Medicare for All Act of 2019

Republican Party Candidate

Education: N/A
Public Service Experience: 
 • Member of the Bricklayers and Allied Craftworkers (BAC) Local 1
     New York (1984-Present)
 • U.S. Army Reserves (1987-1995) 
 • Director of American Family Project New York
 • President of Make America Great Again (MAGA) Queens

Policy Focuses & Promises:
 • Supports ending Common Core, providing parents with choices of education, allowing charter schools and
     increasing vouchers 
 • Will work to increase job development and reduce the need for welfare, put jobs in America first, streamline tax 
     requirements to increase jobs, and reduce and end regulations to increase business opportunities
 • Supports providing tools and increasing resources to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to stop 
     undocumented immigrants from crossing the border

Grace Meng 그레이스 멩 Thomas J. Zmich 토마스 J. 즈미치

현역 의원 & 민주당 후보

학력:   • 미시간대 B.A.; 예시바대 벤자민 카도조 법대 J.D.

공직 경력: • 뉴욕주하원 22선거구 의원 (2009-2012) 

 • 연방하원 6선거구 의원 (2013-현재) 

 • 연방하원 하청 및 노동인력 관련 스몰 비즈니스 소위원회(U.S. House Small Business 
     Subcommittee on Contracting and Workforce ) 간사 (2013-2014)

 • 연방하원 농업, 에너지, 무역 관련 스몰 비즈니스 소위원회(U.S. House Small Business 
     Subcommittee on Agriculture, Energy, and Trade) 간사 (2015-2016)

 • 연방하원 원내 부총무 (2015-2017) 

 • 민주당 전국 위원회 부위원장 (2017-현재)

주요 정책 & 공약:

 • 공립 교육 예산 확보를 위해 싸워왔으며 학자금 부채와 대학 학비 인하를 위한 법안 마련 추진,
    대학 교육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칼리지-투-커리어(college-to-career ) 프로그램 지지

 • 스몰 비즈니스 지지 및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을 정도의 양질의 보수 높은 직업 창출 노력

 • 연방 최저임금 15달러 지지 및 노동자 보호 확대를 위한 법안 공동 상정 

 •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를 포함한 드리머들에게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 국경 가족 분리 정책 폐지,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장벽 건설 지원금을 늘리기 위한 
    모든 노력에 반대

 • 환경 보호 강화를 위한 그린 뉴딜 지지

 • 2019 메디케어 포올 액트 지지

공화당 후보

학력:   • N/A

공직 경력: • 벽돌공 및 세공사 연맹(BAC) 로컬 1 뉴욕 노조 회원(1984-현재)

 • 미 육군 예비군(Reserves) (1987-1995) 

 • 미국 가족 프로잭트 뉴욕 디렉터

 •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GA) 퀸즈 회장

주요 정책 & 공약:

 • 커먼 코어 공통교과과정 폐지 지지, 학부모에게 자녀 교육 관련 더 많은 결정권 제공, 
    차터 스쿨 허용 및 바우처 확대

 • 직업 개발을 늘리고 복지 수요를 줄이기 위해 노력, 미국인 우선 고용 정책, 고용 창출을 늘리기
    위해 세금 관련 조건 간소화, 비즈니스 기회를 늘리기 위해 각종 규제 완화 및 폐지

 • 국경 밀입국 불체자를 막기 위해 국토안보부(DHS) 자원을 확충하고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

연방하원 6선거구는 플러싱과 포레스트힐스, 미들빌리지, 큐가든, 베이사이드, 머레이힐 등 퀸즈 다
수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레이스 멩 의원이 현역으로 재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Candidates for New York Congressional District 6
Two Year Term and No Term Limit 연방하원 6선거구 후보 / 2년 임기, 임기 제한 없음

The 6th Congressional District of New York is located entirely within Queens. The district 
includes Flushing, Forest Hills, Middle Village, Kew Gardens, Bayside and Murray Hill.

The incumbent for the 6th Congressional District is Representative Grace Meng who is run-
ning for re-election.

Total Population (As of 2019): 714,299

Total Eligible Voter Population (Estimate.  As of 2018): 447,820

Total Registered Voters (As of February 21, 2020):  402,574

Asian American Population (As of 2019): 40.36%

Korean American Population: 30,263  Korean American Registered Voters: 11,839

총 인구 (2019년 현재): 714,299

총 유권자 (2018년 현재 추산): 447,820

총 등록된 유권자 (2020년 2월 21일 현재): 402,574

아시아 인구 (2019년 현재): 40.36%

한인 인구:  30,263 한인 유권자: 1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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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umbent & Democratic Party Candidate

Education: B.A. from Greensboro College
Public Service Experience: 
 • NYC Councilmember for District 7 (1982-1992)
 • U.S. Representative for New York’s 14th Congressional District 
    (1993-2013) 
 • U.S. Representative for New York’s 12th Congressional District
    (2013-Present) 
 • Vice Chair of the U.S. Congress Joint Economic Committee (2019)
 • Chairperson of the U.S. House Committee on Oversight and 
    Reform (2019-Present)

Policy Focuses & Promises:
 • Will work to strengthen unions and worker’s rights 
 • Sponsor of America’s Small Businesses Act of 2017 
 • Advocates for lowering of prescription drug prices and for reproductive health care by fighting to ensure 
     women can exercise right to choose and supporting Planned Parenthood
 • Working to preserve and expand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 and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benefits
 • Cosponsor of Medicare for All Act of 2019 and supporter of single-payer healthcare
 • Pushing to establish universal pre-K, modeled after the NYC system, at the national level
 • Supports tax credits for businesses and unions that offer career training and apprenticeships 
 • Advocates for federal investment in schools
 • Cosponsor of Student Debt Cancellation Act of 2019  
 • Cosponsor of the Green New Deal
 • Supporting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and voting for the DREAM Act as well as promoting
     a path to citizenship for recipients of these programs 

Republican Party Candidate

Education: B.A. in Finance from Baruch College 
Public Service Experience: 
 • Administrative Intern for the New York Republican Committee
     (2011-2012)

Policy Focuses & Promises:
 • Will support creating incentives for small businesses to open safely
     while implementing safety guidelines to prevent spread of COVID-19
 • Believes in allowing states to compete against each other and allow individuals
     to be able to purchase healthcare plans outside their home state
 • Believes in lowering the costs for healthcare services 
 • Believes there needs to be more focus on tech schools and programs
 • Believes all public schools should require coding classes along with other IT studies 
 • Believes inefficiency of New York’s recycling process must be addressed 
 • Believes those who immigrate “legally” have priority over “illegal immigrants” 
     that have a history of “felonies”

Carolyn B. Maloney 캐롤린 B. 맬로니 Carlos Santiago-Cano 카를로스 샌티애고-카노

현역 의원 & 민주당 후보

학력:   • 그린스보로 칼리지 B.A

공직 경력: • 뉴욕시 7선거구 시의원(1982-1992)

 • 연방하원 14선거구 의원(1993-2013) 

 • 연방하원 12선거구 의원 (2013-현재) 

 • 연방하원 합동경제위원회(Joint Economic Committee) 부위원장 (2019)

 • 연방하원 정부개혁 위원회(House Committee on Government Oversight and Government Reform) 위원장(2019-Present)

주요 정책 & 공약:

 • 노동자와 노조 권익 강화 위해 노력  

 • 2017 아메리카 스몰 비즈니스 액트 공동 상정 

 • 처방약값 낮추기, 여성의 출산권 보장 및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지지

 • 아동건강보험(CHIP)과 저소득층 영양 보충 지원프로그램(SNAP) 지속 및 수혜 대상 확대 

 • 2019 메디케어 포 올 (Medicare for All Act of 2019) 상정, 단일 건강보험 지지

 • 뉴욕시가 시행하고 있는 유니버설 프리-K 전국 확대 추진

 • 직업 훈련과 인텁십 제공하는 기업체와 노조에 택스 크레딧 제공

 • 연방정부 차원의 학교 지원 확대

 • 2019 학자금 부채탕감법(Student Debt Cancellation Act of 2019 ) 공동 상정

 • 그린 뉴딜 공동 상정

 •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및 DACA 수혜자들에게 시민권까지 부여하는 드림액트 찬성 투표

공화당 후보

학력:   • 바룩칼리지 재무학 B.A. 

공직 경력: • 뉴욕 공화당 위원회 행정 인턴(2011-2012)

주요 정책 & 공약: • 코비드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 수칙을 준수하면서 영업을 하는 소상업에 인센티브 제공

 • 각 주의 건강 보험 시장 경쟁 허용 및 주 경계를 넘어서 보험을 구입하는 것도 허용

 • 헬스케어 서비스 가격 낮추기 위해 노력

 • 기술(tech) 학교와 프로그램에 더 중점을 둠

 • 모든 공립 학교에서 코딩과 IT 클래스 의무화

 • 비효율적인 뉴욕의 재활용 시스템 개선 추진

 • 합법 체류자들이 중범 전과가 있는 불법 이민자보다 우선권이 있어야 한다고 믿음

연방하원 12선거구는 맨하탄 이스트사이드와 그린포인트, 웨스턴 퀸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캐롤린 맬로니 관할 지역으로 재선에 도전합니다.

Candidates for New York Congressional District 12
Two Year Term and No Term Limit 연방하원 12선거구 후보 / 2년 임기, 임기 제한 없음

The 12th Congressional District of New York includes several neighborhoods in the East Side 
of Manhattan, Greenpoint, and western Queens.

The incumbent for the 12th Congressional District is Representative Carolyn B. Maloney who 
is running for re-election.

Total Population (As of 2019): 725,760

Total Eligible Voter Population (Estimate.  As of 2018): 541,940

Total Registered Voters (As of February 21, 2020): 548,022

Asian American Population (As of 2019): 15.45%     

Korean American Population: 13,475  Korean American Registered Voters: 3,536

총 인구 (2019년 현재): 725,760

총 유권자 (2018년 현재 추산): 541,940

총 등록된 유권자 (2020년 2월 21일 현재): 548,022

아시아 인구 (2019년 현재): 15.45%

한인 인구:  13,475 한인 유권자: 3,536

Libertarian Party Candidate

Education: Bachelor’s Degree from The College of New Jersey

Public Service Experience:  N/A

Policy Focuses & Promises: N/A

Steven Kolln 스티븐 콜른

자유당 후보

학력: • 뉴저지 칼리지 학사

공직 경력: N/A

주요 정책 & 공약: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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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umbent & Democratic Party Candidate

Education: B.A.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Economics from Boston University
Public Service Experience: 
 • Former Educational Director of the National Hispanic Institute
 • U.S. Representative for New York’s 14th Congressional District
   (2018-Present)

Policy Focuses & Promises:
 • Supports cancelling all student debt and making public college tuition free for everyone 
 • Favors providing all taxpayers with access to expanded unemployment benefits
 • In favor of allowing all income-eligible residents to receive the maximum amount in stimulus checks
    regardless of immigration status
 • Endorses a Federal Jobs Guarantee program which will create a baseline standard of employment that
     includes a minimum wage of $15/hour, full healthcare, and child and sick leave for all
 • Supports defunding police and investing in healthcare, housing, education, and other services 
 • Sponsor of the Green New Deal 
 • Cosponsor of Medicare for All Act of 2019 
 • Will advocate for safe and affordable prescription medications

Republican Party Candidate

Education: B.A. in Media Studies and Minor in Political Science from 
Fordham University  
Public Service Experience: 
 • New York Police Department Police Officer (1983-1991)
 • Teacher at Saint Raymond High School for Boys (1998-Present)
Policy Focuses & Promises:
 • Supporter of school choice 
 • Supports securing the border and a new immigration system to keep the nation 
      secure, keep those who came here legally at the front of the list for U.S. citizenship, 
      and creates a path for those who want to bring their talents and work ethic to the U.S.
 • Supports deregulation, simplification of the tax code, and pro growth policies 
 • Believes in fully funding police and in expanding training
 • Supporter of low cost, non- mandated insurance, tax free health savings
     accounts, and allowing companies to supply health care vouchers in
     lieu of direct company-based insurance

Alexandria Ocasio-Cortez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John Cummings 존 커밍스

현역 의원 & 민주당 후보

학력:   • 보스턴대 국제 관계, 경제학 B.A

공직 경력: • 전국 히스패닉 연구소 교육 디렉터 역임

주요 정책 & 공약:

 • 모든 학자금 대출 빚 면제 및 공립대 등록금 전면 무료

 • 모든 납세자들에게 확장된 실업 수당 수혜 자격 부여

 •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소득 요건을 충족시킨 모든 이들이 경기 부양 수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표준 취업 규칙을 최저임금 시급 15달러, 건강보험 제공, 자녀 및 병가 의무화 등으로 규정한 
     연방 직업 개런티 프로그램 지지

 • 경찰 예산을 삭감하고 이를 헬스케어와 주택, 교육, 기타 서비스 등에 투입

 • 그린 뉴딜 상정 

 • 2019 메디케어 포 올  액트(Medicare for All Act of 2019) 공동 상정

 • 안전하고 저렴한 처방약 체계 마련

공화당 후보

학력:   • 포담대 미디어 스터디 B.A. 정치 과학 부전공

공직 경력: • 뉴욕시경(NYPD) 소속 경관(1983-1991)

 • 세인트 레이몬드 남자 고등학교 교사 (1998-현재) 

주요 정책 & 공약: • 학교 선택 재량권 강화 지지

 • 국경 보안 강화와 국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새 이민 시스템 지지, 합법 이민자 우선 정책,
    뛰어난 재능과 직업 윤리를 가진 이들을 미국에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마련

 • 규제 완화 지지, 납세 코드 단순화, 친성장 정책

 • 경찰 펀딩 지지, 교육 및 훈련 확대

 • 지출 낮은, 의무화하지 않는 건강보험 지지,  면세 건강 세이빙 어카운트, 직장 건강 보험 
    대신 건강 보험 바우처 제공 허용

연방하원 14선구는 이스턴 브롱스와 퀸즈 북중부, 아스토리아, 칼리지포인트, 이스트 엘름허스트, 잭
슨하이츠, 우드사이드 등을 포함합니다, 시티아일랜드, 모리스파크, 파크체스터, 스록스 넥 등입니다.

현재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 관할로 재선에 도전합니다.

Candidates for New York Congressional District 14
Two Year Term and No Term Limit 연방하원 14선거구 후보 / 2년 임기, 임기 제한 없음

The 14th Congressional District of New York includes eastern Bronx and part of north-cen-
tral Queens. Queens neighborhoods include Astoria, College Point, East Elmhurst, Jackson 
Heights and Woodside.  Bronx neighborhoods include City Island, Morris Park, Parkchester, 
and Throggs Neck.
The incumbent for the 14th Congressional District is Representative Alexandria Ocasio-Cor-
tez who is running for re-election.

Total Population (As of 2019): 696,664

Total Eligible Voter Population (Estimate.  As of 2018): 398,535

Total Registered Voters (As of February 21, 2020): 378,866

Asian American Population (As of 2019): 17.83%   

Korean American Population: 5,974  Korean American Registered Voters: 2,692

총 인구 (2019년 현재): 696,664

총 유권자 (2018년 현재 추산): 398,535

총 등록된 유권자 (2020년 2월 21일 현재): 378,866

아시아 인구 (2019년 현재): 17.83%

한인 인구:  5,974 한인 유권자: 2,692

Serve America Movement Party Candidate

Education: Bachelor’s Degree in Economics from Wellesley College

Public Service Experience:  N/A

Policy Focuses & Promises:
• Supports criminal justice reform that does not target minorities 
• Will focus on reducing healthcare costs 
• Will work to bring back State and Local Tax Deduction (SALT) 

Michelle Caruso-Cabrera 미셸 카루소-카브레라

서브 아메라카 무브먼트당(Serve America Movement Party) 후보

학력: • 웰슬리 칼리지 경제학 학사

공직 경력: N/A

주요 정책 & 공약: • 소수계를 타깃으로 하지 않는 형사 사법제도 개혁 지지

 • 건강보험 관련 지출 낮추기 주력

 • 주 및 지역세(SALT) 소득공제 제한 한도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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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umbent & Democratic Party Candidate

Education: Bachelor’s Degree in Political Science from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tony Brook; J.D. from Hofstra University School of Law

Public Service Experience: 
 • Huntington Town Board Councilmember (1984-1987) 
 • Suffolk County Legislature Legislator for 17th Legislative District in
     the Town of Huntington (1988-1993)
 • Chairperson of the Suffolk County Water Authority (2010-2018)
 • NYS Senator for District 5 (2018-Present) 
 • Chairperson of NYS Senate Committee on Local Government
    (2018-Present)

Policy Focuses & Promises:
 • Supported legislation to make property tax cap permanent
 • Secured additional $9.6 million in State aid for school districts in the 5th Senate District
 • Committed to working to achieve the goals within the 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
     to reduce New York’s carbon footprint
 • Voted on measures to secure rent relief and mortgage forbearance for those who lost income, protect
     consumers from utility termination, increase access to telehealth services, and prohibit price gouging of 
     medical supplies
 • Introduced legislation to revoke the license of any realtor engaged in discriminatory practices 
 • Voted for the Reproductive Health Act to codify protections guaranteed under Roe V. Wade into state law 

Republican Party Candidate

Education: Bachelor’s Degree in History from Widener University; J.D. 
from New York Law School   

Public Service Experience: 
 • U.S. Marine Corps Reserve Staff Sergeant
 • Town of Huntington Councilmember (2018-Present) 

Policy Focuses & Promises:
 • Supports enacting term-limits for local politicians
 • Will work to repeal the NY Bail Elimination Act of 2019 
 • Will work to secure fair share of state education funding
 • Will fight against higher taxes and new fees

James F. Gaughran  제임스 F. 개우그란 Edmund J. Smyth  에드문드 J. 스미스

현역 의원 & 민주당 후보

학력:   •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정치 과학 학사; 호프스트라 법대 J.D.

공직 경력: • 헌팅턴타운 시의원(1984-1987) 

 • 서폭카운티 헌팅턴타운 관할 17선거구 입법 의원 (1988-1993)

 • 서폭카운티 상수도청 청장(2010-2018)

 • 뉴욕주상원 5선거구 (2018-현재) 

 • 뉴욕주상원 지역정부 위원회(Committee on Local Government) 위원장 (2018-현재)

주요 정책 & 공약:

 • 재산세 상한제를 영구적으로 만드는 법안 지지

 • 주상원 5선거구내 학군에 960만 달러에 학교 지원 추가 주예산 확보

 • 뉴욕주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을 줄이기 위해 노력

 • 코로나19로 소득을 잃은 주민들을 위해 렌트 구제와 모기지 페이먼트를 연기해주고 전기 공급
     차단으로 소비자들을 보호하며 원격 헬스서비스 접근을 확대하고 의료 관련 가격 횡포를 금지
     하는 법안에 찬성 투표,

 • 차별적 대우를 하는 부동산 중개인들의 라이선스를 취소하는 법안 상정

 • 여성의 낙태권을 확대 보장하는 ‘생식보건법안’( Reproductive Health Act) 찬성 투표

공화당 후보

학력:   • 와이드너대 역사학 학사; 뉴욕대 법대 J.D.

공직 경력: • 미 해병대 리저브 하사

 • 헌팅턴타운 시의원 (2018-현재) 

주요 정책 & 공약: • 지역 정치인들의 임기 제한 지지

 • 뉴욕 보석 제도 폐지 법 철회 추진 

 • 주 교육 예산의 평등한 분배를 위해 노력

 • 더 높은 세금과 새 수수료 등에 반대

뉴욕주상원 5선거구는 글렌코브, 브룩빌, 힉스빌, 제리코, 사요셋, 우드베리, 멜빌, 코맥 등을 포함
합니다.

제임스 개구란 의원 관할로 재선에 도전합니다.

Candidates for New York State Senate District 5
Two Year Term and No Term Limit 뉴욕주 상원 5선거구 후보 / 2년 임기, 임기 제한 없음

The 5th Senate District includes the neighborhoods of Glen Cove, Brookville, Hicksville, Jeri-
cho, Syosset, Woodbury, Melville, Commack, and more.
The incumbent for the 5th Senate District is Senator James F. Gaughran who is running for 
re-election.

Total Population (Estimate.  As of 2018): 315,490

Total Eligible Voter Population (Estimate.  As of 2018): 226,220

Total Registered Voters (As of February 21, 2020): 245,174 

Asian American Population (Estimate.  As of 2018): 9.6%   

Korean American Population (as of 2010): 4,944

Korean American Registered Voters (as of 2019): 1,891

총 인구 (2018년 현재 추산): 315,490

총 유권자 (2018년 현재 추산): 226,220

총 등록된 유권자 (2020년 2월 21일 현재): 245,174 

아시아 인구 (2019년 현재): 9.6% 

한인 인구:  4,944 한인 유권자: 1,891

Green Party Candidate

Education: N/A

Public Service Experience:  N/A

Policy Focuses & Promises: N/A

Barbara S. Wagner 바바라 S. 와그너

녹색당 후보

학력: N/A

공직 경력: N/A

주요 정책 & 공약: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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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umbent & Democratic Party Candidate

Education: B.S. in Biology from Stern College for Women at Yeshiva 
University; J.D. from Benjamin Cardozo School of Law

Public Service Experience: 
 • Former Vice President of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Great Neck
     Public Library District 
 • Councilmember for the Town Council of North Hempstead
    (2012-2018) 
 • NYS Senator for District 7 (2018-Present) 
 • Chairperson of NYS Senate Committee on Commerce, Economic
   Development, and Small Business (2018-Present)

Policy Focuses & Promises:
 • Introduced package of legislation to implement hate crime and discrimination awareness in schools
 • Helped pass a permanent property tax cap and cut state income taxes
 • Advocated for public education by securing an additional $22 million for local school districts and added
    funding for underfunded schools
 • Helped pass the Child Victims Act
 • Helped pass legislation that bans offshore drilling on Long Island
 • Has secured $1 million for gang violence prevention programs on Long Island

Republican Party Candidate

Education: Bachelor’s Degree in Communications from St. Louis Uni-
versity in Missouri  

Public Service Experience: 
 • Port Washington Police District Commissioner (2011-2019) 

Policy Focuses & Promises:
 • Will work to repeal the NY Bail Elimination Act of 2019 
 • Will support cutting taxes and offering incentives to entrepreneurs
    to start businesses 
 • Will fight to ensure that schools get the money they need and will 
    support vocational and technical schools

Anna M. Kaplan  앤나 M. 카플랜란 David C. Franklin  데이빗 C. 프랜클린

현역 의원 & 민주당 후보

학력:   • 예시바대 스턴여자대학에서 생물학 B.S.; 벤자민 카도조 법대 J.D.

공직 경력: • 그레잇넥 공립 도서관 이사회 부이사장

 • 노스 헴스테드 타운 시의원 (2012-2018) 

 • 뉴욕주상원 7선거구 의원 (2018-현재) 

 • 뉴욕주 통상, 경제 개발, 소상업 위원회 위원장 (2018-현재) 

주요 정책 & 공약:

 • 교내 증오범죄와 차별 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패키지 법안 상정

 •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 영구화와 주 개인 소득세 인하에 동참

 • 지역 학군에 2,200만 달러의 지원금 추가 확보 및 예산이 부족한 학교에 추가 지원금 전달

 • 뉴욕주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 법(Child Victims Act) 통과에 도움

 • 롱아일랜드 연안해상 석유시추금지법 통과에 조력

 • 롱아일랜드 갱폭력 방지 프로그램에 100만 달러 예산 확보

공화당 후보

학력:   • 미주 세인트루이스대 커뮤니케이션 학사

공직 경력: • 포트 워싱턴 경찰 청장 (2011-2019) 

주요 정책 & 공약:

 • 뉴욕 보석 제도 폐지 법 철회 추진 

 • 세금 감면과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 제공 추진

 • 각 학교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과 기술 학교 지지

연방상원 7선거구는 미네올라 웨스트베리, 맨해셋, 그레잇넥, 힉스빌, 뉴하이드파크, 로즐린, 칼 플레
이스, 포트워싱턴, 플로럴파크, 프랜클린 스퀘어 등을 포함합니다.

현재 애나 카플란 의원 관할로 재선에 도전합니다.

Candidates for New York State Senate District 7
Two Year Term and No Term Limit 뉴욕주 상원 7선거구 후보 / 2년 임기, 임기 제한 없음

The 7th Senate District includes the towns of Mineola, Westbury, Manhasset, Great Neck, 
Hicksville, New Hyde Park, Roslyn, Carle Place, Port Washington, Floral Park, and Franklin 
Square.

The incumbent for the 7th Senate District is Senator Anna M. Kaplan who is running for 
re-election.

Total Population (Estimate.  As of 2018): 322,240

Total Eligible Voter Population (Estimate.  As of 2018): 222,080

Total Registered Voters (As of February 21, 2020): 239,407

Asian American Population (Estimate.  As of 2018): 18.34% 

Korean American Population (as of 2010): 6,399

Korean American Registered Voters (as of 2019): 2,398

총 인구 (2018년 현재 추산): 322,240

총 유권자 (2018년 현재 추산): 222,080

총 등록된 유권자 (2020년 2월 21일 현재): 239,407

아시아 인구 (2019년 현재): 18.34%

한인 인구:  6,399
한인 유권자: 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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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umbent & Democratic Party Candidate

Education: B.S. in Mathematical Physics from Binghamton University

Public Service Experience: 
 • NYC Councilmember for District 20 (2002-2009)
 • Former Chairperson of NYC Council Committee on Transportation
 • NYC Comptroller (2010-2013)
 • Former Vice President of Queens Civic Congress 
 • Former President of the North Flushing Civic Association, Inc. 
 • NYS Senator for District 11 (2018-Present) 
 • Chairperson of NYS Senate New York City Education Committee 
    (2018-Present) 
 • NYS Senate Majority Assistant Whip (2019-Present)

Policy Focuses & Promises:
 • Will fight for proper funding to schools and fight against education budget cuts
 • Will propose legislation to help the environment
 • Cosponsor of S. 3608 which will establish a tax on carbon-based fuels 
 • Will propose legislation to support immigrant families
 • Sponsor of S.5695A which will amend the education law to allow student observance of Asian Lunar New Year
 • Will propose legislation to stop corruption 
 • Cosponsor of S.97B which will prohibit elected officials and persons in a leadership position of a party
    committee from receiving compensation for work performed for an industrial development agency or an
    economic assistance corporation

Republican Party Candidate

Education: N/A 

Public Service Experience: N/A

Policy Focuses & Promises:
 • Supports full repeal of NY Bail Elimination Act of 2019 
 • Will fight to recover tax money from the City and State so Queens
    can make repair on all levels 
 • Supports system-wide reforms to ensure all students get a good
     education

John C. Liu  존 C. 리우 Elisa Nahoum  엘리사 나움

현역 의원 & 민주당 후보

학력:   • 빙햄튼대 수학적 물리학 B.S.

공직 경력: • 뉴욕시 20선거구 시의원 (2002-2009)

 • 뉴욕시 감사원장(2010-2013)

 • 퀸즈 시민 연합 부회장  

 • 플러싱 북부 시민 연합 회장(1998-현재)

 • 뉴욕주상원 11선거구 의원 (2018-현재) 

 • 뉴욕주상원 뉴욕시 교육 소위원회 회장(2018-현재) 

 • 뉴욕주상원 다수당 원내 총수 (2019-현재)

주요 정책 & 공약:

 • 학교의 적정예산 확보를 지지하고 교육비 삭감에반대

 • 환경보호를 위한 법안을 마련할 것임

 • 탄소기반 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S. 3608 공동 후원

 • 이민자가정을 위한 법안을 마련할 것임

 • 음력설을 휴일로 지정하도록 교육법을 바꾸는 S.5695A 지지

 • 부폐방지법을 마련할 것임

 • 정치인이나 정당의 위원회 간부들이 산업개발 단체나 경제 협력 회사를 위한 일에대해 사례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S.97B공동후원

공화당 후보

학력:  N/A

공직 경력:  N/A 

주요 정책 & 공약:

 • 뉴욕 보석 제도 폐지 법 철회 추진 

 • 뉴욕주와 시정부에서 납세자들의 세금을 찾아와 모든 부문에서 퀸즈 보수 실시

 • 모든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 차원에서 개혁 지지

11선거구는 헤릭스, 맨해셋 힐스, 뉴하이드파크, 가든시티, 퀸즈보로힐, 클리어뷰, 더글라스터느 리
틀넥, 유토피아, 자메이카, 어번데일, 플러싱 등을 포함합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존 리우 의원 관할입니다.

Candidates for New York State Senate District 11
Two Year Term and No Term Limit 뉴욕주 상원 11선거구 후보 / 2년 임기, 임기 제한 없음

The 11th Senate District of New York includes the neighborhoods of Herricks, Manhasset Hills, 
New Hyde Park, Garden City, Queensboro Hill, Clearview, Douglaston, Little Neck, Utopia, Jamai-
ca, Auburndale, Flushing, and more.

The incumbent for the 11th Senate District is Senator John C. Liu who is running for re-election.

Total Population (Estimate.  As of 2018): 331,475

Total Eligible Voter Population (Estimate.  As of 2018): 222,300 

Total Registered Voters (As of February 21, 2020): 197,529

Asian American Population (Estimate.  As of 2018): 40.36%

Korean American Population (as of 2010): 27,582

Korean American Registered Voters (as of 2019): 7,670

총 인구 (2018년 현재 추산): 331,475

총 유권자 (2018년 현재 추산): 222,300 

총 등록된 유권자 (2020년 2월 21일 현재): 197,529

아시아 인구 (2019년 현재): 40.36%  

한인 인구:  27,582
한인 유권자: 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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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umbent & Democratic Party Candidate

Education: B.A. in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from Fordham Uni-
versity; J.D. from Harvard Law School

Public Service Experience: 
 • NYS Assemblymember for District 36 (2000-2010) 
 • NYS Senator for District 12 (2010-Present) 
 • Ranking Member of NYS Senate Committee on Ethics and Internal
     Governance (2017-2018) 
 • NYS Senate Deputy Majority Leader (2019-Present)

Incumbent & Democratic Party Candidate

Education: B.A. from Syracuse University; M.A. from Hunter College; 
M.A. from Queens College

Public Service Experience: 
 • NYS Senator for District 16 (2000-Present) 
 • NYS Senate Assistant Minority Whip (2003-2008)
 • Ranking Minority Member of NYS Senate Committee on Higher
    Education (2003-2008)
 • NYS Senate Minority Conference Vice Chair (2010-2019)
 • Chairperson of NYS Senate Committee on Higher Education 
    (2018-Present)
 • Majority Conference Vice Chair for the NYS Senate (2019-Present) 

Policy Focuses & Promises:
 • Supports the Reproductive Health Act 
 • Sponsor of NY Bail Elimination Act of 2019 
 • Cosponsors NY Health Act
 • Wrote legislation barring discrimination based on immigration status 
 • Supports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 Wrote rent reform legislation that ended vacancy bonus, repealed vacancy decontrol, ended increases
    on preferential rents, and limited landlord abilities to pass capital improvement costs along to tenants

Policy Focuses & Promises:
 • Introduced the Share Act to protect New York public schools and Higher Education from budget cuts 
 • Focused on improving schools and preserving the SHSAT exam 
 • Cosponsor of the Jose Peralta NYS DREAM Act

Michael N. Gianaris  마이클 지아나리스 Toby Ann Stavisky  토비 앤 스타비스키

현역 의원 & 민주당 후보

학력:   • 포담 유니버스티 경제학, 정치학과 학사; 하버드대 법학박사

공직 경력: • 뉴욕주하원 36선거구 의원 (2000-2010) 

 • 뉴욕주상원 12선거구 의원 (2010-현재) 

 • 뉴욕주상원 윤리 및 내부 관리 위원회 간e (2017-2018) 

 • 뉴욕주상원 원내 부대표(2019-현재)

주요 정책 & 공약:

 • 낙태권리법(Reproductive Health Act) 지지 

 • 뉴욕 보석 제도 폐지 법 상정

 • 뉴욕주 헬스케어개혁법 공동 스폰서

 • 이민 신분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 작성 

 • 지역 온실가스 감축 협약(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지지

 • ‘베이컨시 보너스’(vacancy bonus)와 ‘베이컨시 디콘트롤’(vacancy decontrol) , 
    ‘프리퍼렌셜 렌트’(preferential rent) 를 폐지하고 세입자에게 주택 수리 비용을 부담시키는 
     집주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렌트 개혁 패키지 법안 작성

현역 의원 & 민주당 후보

학력:   • 시라큐스대 B.A.; 헌터컬리지 M.A.; 퀸즈 칼리지M.A.

공직 경력: • 뉴욕주상원 16선거구 의원(2000-현재) 

 • 뉴욕주상원 소수당 부대표 (2003-2008)

 • 뉴욕주상원 고등교육위원회 소수당 간사 (2003-2008)

 • 뉴욕주상원 소수당 콘퍼런스 부의장 (2010-2019)

 • 뉴욕주상원 고등교육위원회 위원장 (2018-현재)

 • 뉴욕주상원 소수당 콘퍼런스 부의장 (2019-현재) 

주요 정책 & 공약:

 • 뉴욕주 공립학교와 고등교육기관을 예산 삭감으로부터 보호하는 ‘쉐어 액트’ (Share Act)상정 

 • 학교 개선과 뉴욕시 특목고 시험(SHSAT) 보전 중점

 • 호세 페랄라 뉴욕주 드림법안 공동 스폰서

The 12th Senate District of New York includes the neighborhoods of Astoria, Sunnyside, Long Island 
City, Ridgewood, Woodside and more.
The incumbent for the 12th Senate District is Senator Michael N. Gianaris who is running for re-election. 

뉴욕주상원 12선거구는 아스토리아, 서니사이드, 롱아일랜드시티, 리지우드, 우드사이드 포함입니다.
마이클 지아나리스 의원 관할로 재선에 도전합니다.

The 16th Senate District of New York encompasses the neighborhoods of Kew Gardens, Forest Hills, 
Glendale, Jackson Heights, Auburndale, Utopia, Flushing, and more.
The incumbent for the 16th Senate District is Senator Toby Ann Stavisky who is running for re-election.

16선거누는 큐가든, 포레스트힐, 글렌데일, 잭슨하이츠, 어번데일, 유토피아, 플러싱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토비 앤 스타비스키 관할로 재선에 도전합니다.

Candidates for New York 
State Senate District 12

Two Year Term and No Term Limit
뉴욕주 상원 12선거구 후보 / 2년 임기, 임기 제한 없음

Candidates for New York 
State Senate District 16

Two Year Term and No Term Limit
뉴욕주 상원 16선거구 후보 / 2년 임기, 임기 제한 없음

Total Population (Estimate.  As of 2018): 323,810

Total Eligible Voter Population (Estimate.  As of 2018): 195,140 

Total Registered Voters (As of February 21, 2020): 200,036 

Asian American Population (Estimate.  As of 2018): 21.2% 

Korean American Population (as of 2010): 6,662

Korean American Registered Voters (as of 2019): 2,019

Total Population (Estimate.  As of 2018): 318,075

Total Eligible Voter Population (Estimate.  As of 2018): 175,835

Total Registered Voters (As of February 21, 2020): 163,479

Asian American Population (Estimate.  As of 2018): 54.81% 

Korean American Population (as of 2010): 24,196

Korean American Registered Voters (as of 2019): 6,614

총 인구 (2018년 현재 추산): 323,810

총 등록된 유권자 (2020년 2월 21일 현재): 200,036

한인 인구:  6,662

총 인구 (2018년 현재 추산): 318,075

총 등록된 유권자 (2020년 2월 21일 현재): 163,479

한인 인구:  24,196

총 유권자 (2018년 현재 추산): 195,140 

아시아 인구 (2019년 현재): 21.2% 

한인 유권자: 2,019

총 유권자 (2018년 현재 추산): 175,835

아시아 인구 (2019년 현재): 54.81% 

한인 유권자: 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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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umbent & Democratic Party Candidate

Education: B.A. in English from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J.D. from New York Law School 

Public Service Experience: 
 • Public Defender for the Legal Aid Society (1972-1976) 
 • Chairperson of the Glen Cove Democratic Committee (1982-1988)
 • Glen Cove City Councilmember (2003-2004)
 • NYS Assemblymember for District 13 (2004-Present)
 • Former Chairperson of NYS Assembly Subcommittee on Estates, 
     Powers and Trusts
 • Former Chairperson of NYS Assembly Committee on Ethics and
     Guidance
 • Chair of NYS Assembly Election Law Committee (2019-Present)

Policy Focuses & Promises:
 • Committed to ensuring public safety and improving the criminal justice system 
 • Will work to promote equitable school funding to provide students with great education 
 • Believes each and every American has the right to affordable and high-quality healthcare
 • Believes increased employment should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where New York’s
     economic development dollars are invested 
 • Believes supporting veterans and their families must be a priority

Republican Party Candidate

Education: B.A. in Political Science, Government, and Biology from 
Bucknell University; M.A. in Political Sciences from Long Island Univer-
sity; J.D. from Fordham University School of Law 

Public Service Experience: 
 • Nassau County Assistant District Attorney (1999-2003) 

Policy Focuses & Promises: N/A

Charles D. Lavine  찰스 D. 라빈 Andrew Monteleone  앤드류 몬텔레온

현역 의원 & 민주당 후보

학력:   • 위스컨신-매디슨 대학 영어 B.A.; 뉴욕대법대 J.D.

공직 경력: • 법률구조공단 국선 변호사 (1972-1976) 

 • 글렌 코브 민주당 위원회 위원장 (1982-1988)

 • 글렌코브 시의원 (2003-2004)

 • 뉴욕주하원 13선거구 (2004-현재)

 • 뉴욕주하원 에스테이트, 파워, 트러스트 소위원회(Subcommittee on Estates, Powers and
     Trusts) 위원장 역임

 • 뉴욕주하원 윤리, 지도 소위원회 위원장 역임

 • 뉴욕주하원 선거법 위원회 위원장 (2019-현재) 

주요 정책 & 공약:

 • 공공 치안 확보 및 사법 정의 체계 개선

 •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해 학교 지원금균등 분배 

 • 모든 미국인들이 저렴하고 질 좋은 헬스케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일자리 창출에 뉴욕 경제 발전 예산에 투자돼야 한다고 주장

 • 참전용사와 가족들 지원이 우선순위가 되어야한다고 주장

공화당 후보

학력:   • 벅넬대 정치과학, 정부, 생물학 B.A.; 롱아일랜드대학 정치 과학 M.A.; 포담대 법대 J.D.

공직 경력: • 나소카운티 검사(1999-2003)  

주요 정책 & 공약: N/A

뉴욕주하원 13선거구는 낫소카운티 북동쪽입니다. 글렌코브, 베이빌, 우드베리, 사요셋, 플레인뷰, 
베스페이지, 힉스빌, 제리코 등입니다.

현재 찰스 라빈 의원 관할로 재선에 도전합니다.

Candidates for New York State Assembly District 13
Two Year Term and No Term Limit 뉴욕주 하원 13선거구 / 2년 임기, 임기 제한 없음

The 13th Assembly District of New York consists of portions of northeastern Nassau County. 
It encompasses the neighborhoods of Glen Cove, Bayville, Woodbury, Syosset, Plainview, 
Bethpage, Hicksville, Jericho and more.

The incumbent for the 13th Assembly District is Assemblymember Charles D. Lavine who 
is running for re-election.

Total Population (Estimate.  As of 2018): 131,890

Total Eligible Voter Population (Estimate.  As of 2018): 88,715

Total Registered Voters (As of February 21, 2020): 96,984

Asian American Population (Estimate.  As of 2018): 12.66%

Korean American Population (as of 2010): 3,278

Korean American Registered Voters (as of 2019): 1,160

총 인구 (2018년 현재 추산): 131,890

총 유권자 (2018년 현재 추산): 88,715

총 등록된 유권자 (2020년 2월 21일 현재): 96,984

아시아 인구 (2019년 현재): 12.66%

한인 인구:  3,278
한인 유권자: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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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umbent & Democratic Party Candidate

Education: Bachelor’s Degree from New York University 

Public Service Experience: 
 • Former Chief of Staff for NYS Assemblymember Brian Kavanagh 
 • NYS Assemblymember for District 25 (2012-Present) 
 • Chairperson of NYS Assembly Subcommittee on Emerging 
     Workforce (2015)
 • Chairperson of NYS Assembly’s Office on State-Federal Relations
     (2019-Present)

Policy Focuses & Promises:
 • Focused on improving access to government services and fighting for quality of life issues in Queens
 • Will advocate for working and middle-class families, immigrant communities, seniors, and students
 • Has sponsored and passed legislation expanding government transparency, strengthening the state’s
     workforce development system, modernizing voting rights, and protecting New York’s environment

Nily D. Rozic  닐리 D. 로직

현역 의원 & 민주당 후보                                        학력: 뉴욕대 학사

공직 경력: • 하원의원 브라이언 카바낙 수석 보좌관 • 뉴욕주하원의원 25선거구 (2012-현재) 

 • 하원 신규 인력 소위원회 위원장  • 하원 주-연방 관계국 위원장 (2019-현재)

주요 정책 & 공약: • 정부 서비스 접근 향상 및 퀸즈 주민들의 삶의 질개선

 • 노동자와 중산층, 이민자 커뮤니티, 노인, 학생들을 위한 정책 추진

 • 정부 투명성 확장과 주 인력 개발 시스템 강화, 투표권 현대화, 환경 보호 등을 위한 법안 통과

The 25th Assembly District of New York includes the neighborhoods of Auburndale, Kew 
Gardens, Utopia, Douglaston, Little Neck, Forest Hills, and Flushing.
The incumbent for the 25th Assembly District is Assemblymember Nily D. Rozic who is 
running for re-election.

The 26th Assembly District of New York includes the neighborhoods of Auburndale, Bay 
Terrace, Bayside, Bayside HIlls, Broadway-Flushing, Douglaston, Floral Park, Glen Oaks, Little 
Neck, New Hyde Park, Whitestone, and more.
The incumbent for the 26th Assembly District is Assemblymember Edward C. Braunstein 
who is running for re-election.

뉴욕주하원 25선거구는 퀸즈 어번데일, 큐가든, 유토피아, 더글라스턴, 리틀넥, 포레스트힐, 플
러싱을 포함합니다.
현재 닐리 로직 의원 관할로 재선에 도전합니다.

26선구는 어번데일, 베이 테라스, 베이사이드, 베이사이드 힐, 브로드웨이- 플러싱, 더글라스턴, 플로
럴파크, 글렌옥스, 리틀넥, 뉴하이드파크, 화잇스톤 등을 포함합니다.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의원 관할, 재선 도전.

Total Population (Estimate.  As of 2018): 125,630
Total Registered Voters (As of February 21, 2020): 68,745

Korean American Population (as of 2010): 6,551

Total Population (Estimate.  As of 2018): 125,610
Total Registered Voters (As of February 21, 2020): 79,216

Korean American Population (as of 2010): 14,189

Total Eligible Voter Population (Estimate.  As of 2018): 77,910
Asian American Population (Estimate.  As of 2018): 57.06%

Korean American Registered Voters (as of 2019): 3,221

Total Eligible Voter Population (Estimate.  As of 2018): 90,385
Asian American Population (Estimate.  As of 2018): 33.62%

Korean American Registered Voters (as of 2019): 4,557

총 인구 (2018년 현재 추산): 125,630

총 등록된 유권자 (2020년 2월 21일 현재): 68,745

한인 인구:  6,551

총 인구 (2018년 현재 추산): 125,610

총 등록된 유권자 (2020년 2월 21일 현재): 79,216

한인 인구:  14,189

총 유권자 (2018년 현재 추산): 77,910

아시아 인구 (2019년 현재): 57.06%

한인 유권자: 3,221

총 유권자 (2018년 현재 추산): 90,385

아시아 인구 (2019년 현재): 33.62%

한인 유권자: 4,557

Republican Party Candidate

Education: Bachelor’s Degree from the University of Michigan; Mas-
ter’s Degree from Washington University

Public Service Experience: N/A

Policy Focuses & Promises:
 • Supports repealing the Bail Reform Law and keeping Rikers Island Open 
 • Committed to enacting term limits for all public officials at the state level 
 • Will seek to eliminate and reduce taxes and fees
 • Will seek to enact legislation that would require/ majority vote 
    of the legislature if politicians wish to increase taxes and fees 

 • Will support legislation that encourages education choice programs via tax vouchers, 
   credits and/or deductions for families with children in charter or private schools 
 • Supports “race-blind” and merit-based admissions tests

John-Alexander M. Sakelos  존-알렉산더 M. 세이클로스

공화당 후보                     학력:  미시건 대학 학사, 워싱턴 대학 석사                   공직 경력: N/A  

주요 정책 & 공약: • 보석 제도 개혁 폐지 및 라이커드 아일랜드 구치소 존속 지지

 • 주 공직 정치인 임기 제한              • 각종 세금과 수수료의 인하와 폐지를 주장

 • 정치인들이 각종 세금과 수수료를 인하하려 할 시 의회의 3분의 2 찬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하려함

 • 차터 스쿨이나 사립학교 학생들을 위한 텍스 바우처나 크레딧을 통한 교육의 선택을 넓히는 법안에 찬성

 • 인종과 무관하고 성적에 기반한 입학시험에 찬성

Candidates for New York State Assembly District 25
Two Year Term and No Term Limit 뉴욕주 하원 25선거구 / 2년 임기, 임기 제한 없음

Candidates for New York State Assembly District 26
Two Year Term and No Term Limit 뉴욕주 하원 26선거구 / 2년 임기, 임기 제한 없음

Incumbent & Democratic Party Candidate
Education: B.S. in Finance from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J.D. from New York Law School 

Public Service Experience: 
 • Former Legislative Assistant to NYS Assembly Speaker Sheldon Silver
 • NYS Assemblymember for District 26 (2010-Present) 
 • Former Chairperson of the NYS Assembly Subcommittee on Trust and Estates 
 • Vice Chair of Majority Steering for NYS Assembly (2017-2018)
 • Chairperson of NYS Assembly Committee on Cities (2017-Present)

Policy Focuses & Promises:
 • Will fight to protect middle-class families from bearing the brunt of the burden that COVID-19 has placed on state finances
 • Will fight to maintain existing funding levels for NYC schools
 • Champion property tax reform

Edward C. Braunstein  에드워드 C. 브라운스틴

현역 의원 & 민주당 후보                               학력: 뉴욕주립대 올바니 금융 B.S.; 뉴욕대법대 J.D.

공직 경력: • 셰던 실버 법률 자문                         • 뉴욕주하원 26선거구 (2010-현재) 

 • 하원 신탁 및 자산 소위원회 의장      • 하원 다수 운영위원회 부의장 (2017-2018)

 • 하원 도시 위원회 의장(2017-현재)

주요 정책 & 공약:  • Will코로나19 바이러스가 주 재정에 입힌 타격이 중산층에 돌아가지 않도록 보호

 • 뉴욕시 공립학교들을 위한 현수준의 자금지원 유지를 옹호       • 부동산세제 개혁을 주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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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 & Peace Party Candidate

Education: N/A 

Public Service Experience: 
 • New York Police Department Sergeant 

Policy Focuses & Promises:
 • Will fight against corruption and mismanagement at the city and
     state level
 • Will urge responsible real estate development and create
     an environment that encourages increased housing and 
    increased affordability  
 • Will fight for better educational system, fair wages, and more
     accessible senior healthcare

Steven Lee  스티븐 이

정의 & 평화당 후보

학력:  N/A

공직 경력: • 뉴욕시경 경관  

주요 정책 & 공약:

 • 시와 주 차원에서 비리와 잘못된 운영에 대해 싸울 것임

 • 책임감 있는 부동산 개발 촉구, 서민 주택 개발 풍토 조성

 • 더 나은 교육 시스템, 공정한 임금, 노인 헬스케어 접근성 개선

뉴욕주하원 40선거구는 퀸즈보로힐, 잭슨하이츠, 어번데일, 클리어뷰, 플러싱 등을 포함
합니다.

현재 재선에 도전하는 론 김 의원 관할입니다.

Candidates for New York State Assembly District 40
Two Year Term and No Term Limit 뉴욕주 하원 40선거구 / 2년 임기, 임기 제한 없음

The 40th Assembly District includes the neighborhoods of Queensboro Hill, Jackson Heights, 
Auburndale, Clearview, and Flushing.

The incumbent for the 40th Assembly District is Assemblymember Ron Kim who is running 
for re-election.

Total Population (Estimate.  As of 2018): 120,395

Total Eligible Voter Population (Estimate.  As of 2018): 59,260

Total Registered Voters (As of February 21, 2020): 55,569

Asian American Population (Estimate.  As of 2018): 66.32%

Korean American Population (as of 2010): 17,205

Korean American Registered Voters (as of 2019): 4,465

총 인구 (2018년 현재 추산): 120,395

총 유권자 (2018년 현재 추산): 59,260

총 등록된 유권자 (2020년 2월 21일 현재): 55,569

아시아 인구 (2019년 현재): 66.32%

한인 인구:  17,205

한인 유권자: 4,465

Incumbent & Democratic Party Candidate

Education: B.A. in Political Science from Hamilton College; M.P.A. in 
Public Management from Baruch College 

Public Service Experience: 
 • Legislative Policy Analyst for NYC Council Speaker Christine Quinn
    (2006-2007)
 • Regional Director of Government and Community Affairs for NY 
     Governor Eliot Spitzer and NY Governor David A. Paterson (2007-2010) 
 • NYS Assemblymember for District 40 (2012-Present) 
 • NYS Assembly Secretary of Majority Conference (2017-2018)
 • NYS Assembly Chair of Majority House Operations (2019-Present) 

Policy Focuses & Promises:
 • Partnering with medical professionals, scientists from MIT and Johns Hopkins, and former Microsoft
     engineers to launch standard for COVID-19 testing and tracing
 • Actively supporting local mutual aid initiatives 
 • Leading way in transforming public benefits and investing in a caring economy
 • Launched weekly solidarity virtual town halls and pushing public schools to teach about anti-hate lessons 

Ron Kim  론 김

현역 의원 & 민주당 후보

학력:   • 해밀턴칼리지 정치 과학 B.A. 버룩 칼리지 퍼블릭 매니먼트 M.P.A. 

공직 경력: • 크리스틴 퀸 뉴욕시 시의장 입법 정책 분석관(2006-2007)

 • 엘리엇 스핏처 주지사, 데이빗 패터슨 주지사 정부, 커뮤니티 어페어 지역 디렉터 (2007-2010) 

 • 뉴욕주하원 40선거구 (2012-Present) 

 • 뉴욕주하원 다수당 총무 (2017-2018)

 • 뉴욕주하원 다수 운영위원회 위원장(2019-Present)

주요 정책 & 공약:

 • MIT, 존스홉킨스대 의료진 및 과학자, 마이크로소프트 엔지니어들과 협약, 

    COIVD-19 검사와 추적 실시

 • 지역 사회 협력 프로젝트 지지

 • 정부 보조 개혁 및 지역 사회 투자 확대

 • 주간 버추얼 타운홀 미팅 실시 및 공립 학교에서 협오범죄 방지를 교육하도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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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tic Party Candidate

Education: Associate’s Degree in Aviation Management from Vaughn 
College of Aeronautics 
Public Service Experience: 
 • Former Chief of Staff for NYC Councilmember James Sanders Jr
 • NYC Councilmember for District 31 (2013-Present)
 • Chairperson of the NYC Council Committee on Environmental 
     Protection (2014-2015)
 • Chairperson of the NYC Council Subcommittee on Zoning and
     Franchises (2015)
 • Chairperson of the NYC Council Committee on Public Safety
     (2018-Present)

Policy Focuses & Promises:
 • Committed to making streets safer while working to reform the criminal justice system  
 • Supports closing down Rikers Island
 •  Will fight for commercial rent control, rent regulations, and vacancy decontrol 
 • Will fight to ensure funding continues to provide legal services to undocumented immigrants 
 • Will fight against measures from the federal government that discourage immigrants from going to courthouses  
 • Will hold the MTA accountable and ensure investments are in Queen’s infrastructure
 • Will work to find new ways to deliver public transportation options

Republican Party Candidate
Education: N/A
Public Service Experience: 
 • Community Relations Director for NYC Councilmember Al Stabile (1993-1996)
 • Chief of Staff for NYC Councilmember Al Stabile (1996-1999) 
 • Press Secretary and Political Liaison for NYC Councilmember 
     Noach Dear (2000-2001)
 • President of the Howard Beach/Lindenwood Civic Association
 • Chairperson of the Queens County Republican Party (2017-Present)
 • Republican State Committeewoman for the 23rd Assembly District (Present)

Policy Focuses & Promises:
 • Supports the NYPD and keeping Rikers Island open
 • Will use the office to denounce homeless shelters in residential 
     communities, support landlords affected by an eviction moratorium,
    and call for small business relief 
 • Supports property tax reform
 • Supports choice in education

Red Dragon Party Candidate

Education: B.A.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rom East China Normal University; B.A. in Po-
litical Science from Waseda University; M.S. in Computer Information Systems from Baruch College

Public Service Experience: 
 • Secretary-General of the Shanghai Association of America (2005-Present)
 • Executive President of the Queens Residents and Voters Coalition (2018-Present) 

Policy Focuses & Promises: 
 • Will increase the NYPD budget 
 • Will fight to reduce fees and regulations on small businesses and to have business penalties on
     a sliding scale to ensure small businesses do not pay the same fine as large corporations
 • Will fine landlords who hold stores vacant for more than three months without good reason 
 • Promotes a 10% City Rent Tax Credit for middle-class families 
 • Supports restoring fine arts programs in schools and preserving the SHSAT exam
 • Supports charter schools that focus on helping the underprivileged and underserved

Donovan J. Richards  도노반 J. 리차드 Jr. Joann Ariola  조앤 아를롤라

Dao Yin 다오 인

현 의원 & 민주당 후보

학력:   • 반 항공대 항공 관리학과 졸업

공직 경력: • 제임스 샌더스 Jr 뉴욕시의원 수석보좌                 • 31선거구 뉴욕시 시의원(2013-현재)

 • 뉴욕시의회 환경 보호 소위원회 위원장 (2014-2015)

 • 뉴욕시의회 조닝 프랜차이즈 소위윈회 의원(2015)

 • 뉴욕시의회 공공 안전 소위원회 위원장 (2018-현재)

주요 정책 & 공약:
 • 사법 제도 개혁 및 거리 안전                                          • 라이커스 아일랜드 폐쇄 지지

 • 상업용 렌트 컨트롤, 렌트 규제, 공실 탈규제 등에 반대   • 불체자들에게 법률 서비스 제공 유지

 • 이민자들이 법원 이용을 꺼리게 하는 연방 정부 규제 반대   

 •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퀸즈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확충

 • 공공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공화당 후보

학력:   • 보스턴 칼리지 학사. ; 포담대 법대  법학박사

공직 경력: • 앨 스태빌레 뉴욕시의원 커뮤니티 관계 디렉터 (1993-1996)

 • 앨 스태빌레 뉴욕시의원 수석보좌관 (1996-1999) 

 • 노아치 디어 뉴욕시의원 언론 보좌관, 정치 연락관 (2000-2001)

 • 하워드 비치/린든우드 시민 협회 회장

 • 퀸즈카운티 공화당 의장 (2017-현재)

 • 공화당 뉴욕주하원 23선거구 커미티우먼 (현재)

주요 정책 & 공약:

 • 뉴욕시경(NYPD), 라이커스 아일랜드 구치소 지속 지지

 • 거주 지역 홈리스 셸터 반대, 퇴거 유예 조치 영향 받은 랜드로드 지지, 스몰 비즈니스 지원

 • 재산세 개혁 지지 

 • 교육 선택권 지지

레드 드래곤 당 후보

학력:   • 이스트 차이나 노멀대 도서관, 정보 과학 B.A.; 와세다대 정치 
     과학 B.A.; 바룩칼리지 컴퓨터 정보 시스템 M.S.

공직 경력: • 미국 상하이 협회 사무총장 (2005-현재)

 • 퀸즈 주민&유권자 연합 사무총장 (2018-현재) 

주요 정책 & 공약: • NYPD 예산 증액 

 • 스몰비즈니스 규제 완화 및 각종 수수료 인하, 업체 규모에 따라
    각종 벌금 차등 부과 추진

 • 정당한 이유없이 석 달 이상 공실 유지하는 랜드로드 벌금 부과 추진

 • 중산층에 시 렌트 택스 크레딧 10% 추진

 • 특목고입학시험(SHSAT) 유지 및 공립학교에 예술 교육 복원

 • 소외된 계층을 돕는 차터 스쿨 지지

퀸즈 카운티는 뉴욕시의 자치구로 지리적으로 가장 큰 자치구입니다. 뉴욕에서 인구가 두번째로 많
은 카운티로 아스토리아, 롱아일랜드시티, 베이사이드, 플러싱, 칼리지포인트, 플로럴파크, 포레스트
힐, 자매이카, 하워드비치등이 퀸즈 카운티에 속합니다.

현재의 보로장은 샤론 리로 재선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Candidates for Queens Borough President
Four Year Term and Can Serve Up to Three Terms Consecutively 퀸즈 보로장 후보 / 4년 임기, 연속 3선까지 할 수 있음

Queens is a borough of New York City and the largest borough geographically.  Queens 
County is also the second most populous county in New York.  Neighborhoods in Queens 
include Astoria, Long Island City, Bayside, College Point, Flushing, Floral Park, Forest Hills, 
Jamaica, and Howard Beach. 
The current Queens Borough President is Sharon Lee and will not be running for re-election.

Total Population (Estimate.  As of 2018): 2,298,515
Total Eligible Voter Population (Estimate.  As of 2018): 1,399,275
Total Registered Voters (As of February 21, 2020): 1,297,536 
Asian American Population (Estimate.  As of 2018): 26.09%

Korean American Population (as of 2015): 58,608
Korean American Registered Voters (as of 2019): 18,408

총 인구 (2018년 현재 추산): 2,298,515

총 유권자 (2018년 현재 추산): 1,399,275

총 등록된 유권자 (2020년 2월 21일 현재): 1,297,536 

아시아 인구 (2019년 현재): 26.09%

한인 인구:  58,608 한인 유권자: 18,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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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ing on Election Day
선거 당일 투표

Step 1 – “Where to Vote”
Make sure you are at the correct poll site and Election District (E.D.) for your address.
You can locate your polling site by going to: https://voterlookup.elections.ny.gov/

Poll sites are open from 6:00 A.M. to 9:00 P.M.

Step 2 – “Signing-In”
To vote, you must go to your assigned Election District poll site which is 
indicated on your voter registration card or the Annual Information Notice 
(this notice is sent out to all active registered voters in August of each year) 
or ask any election official at the poll site to look up your address in the 
street locator to insure that you are at the right poll site and Election District.

Step 3 – “If You Need Assistance”
You may be assisted in marking and casting your ballot by any person 
of your choice including a bipartisan team of trained poll workers, ex-
cept your employer or union representative. At selected sites pursuant 
to Federal Law, Board interpreters are also available to assist voters.

Step 4 – Marking & Casting You Ballot
1. GET YOUR BALLOT

• Go to your designated poll site, sign in and get your paper
    ballot and privacy sleeve from the poll worker
• A privacy sleeve will be provided to shield your ballot from
    view after you have marked it
• Go to the privacy booth

2. MARK YOUR BALLOT
∙ Mark your ballot by completely darkening the oval in the box 
next to or above your choice using the pen provided
∙ Do Not use and “X” or a “”
∙ Do Not circle the oval or make stray marks on the ballot
∙ For a write-in candidate, fill in the appropriate oval and write in 
the candidate’s name
∙ Ballot Marking Devices (BMDs) are available for voters who 
need assistance or would like to enlarge the print on the ballot

3. SCAN YOUR BALLOT
∙ Take your ballot to the ballot scanner
∙ Do not fold your ballot before inserting it into the scanner
∙ Insert your marked ballot into the scanner to cast your vote

Voting by Emergency Ballot
If the scanner for your poll site is not operating, you will be given your 
paper ballot. The poll workers will canvass the emergency ballots when the 
polls are closed at the end of the day in accordance with State Law

 1. Take the envelope and the ballot to the privacy booth
 2. Mark your votes with a pen with blue or black ink
 3. The way to vote is to fill in the ovals next to or above to your
     choices. Remember not to use any other markings on the ballot
 4. Place your ballot in the Emergency Slot on the Scanner

스텝 1- 투표소
본인 거주지에 따라 맞는 투표소와 선거구인지 확인하십시오. 
투표소 확인은 https://voterlookup.elections.ny.gov/ 에서 할 수 있
습니다. 
투표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엽니다. 

스텝 2 - 도착 서명
투표를 하기위해서는 본인에게 지정된 선거구의 투표소로 가야합니다. 
이 정보는 본인의 등록 카드나 연간 정보안내서 (이 안내서는 매년 8월에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보내집니다.) 를 통해 확인하든지 투
표소에 있는 선거 관리인에게 주소확인을 요청하면 됩니다.  

스텝 3 - 도움 요청
투표용지를 작성하고 내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본인의 고용주나 노동조
합 대표가 아니라면 투표소에서 일하는 비정파 직원을 포함한 누구에게
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방법에 의거 통역원이 있는 투표소도 있습니다.   

스텝 4-투표용지 작성과 제출

투표용지 받기
• 정해진 투표소로 가서 도착 서명을 하고 투표용지와 
    가리개를 투표소 직원에게 받습니다.
• 가리개는  투표용지를 작성한 후 가리기 위해 주어집니다.
• 투표하는 부스로 갑니다.

투표용지 작성
• 펜으로 본인이 선택한 후보자 이름의 옆이나 위에 있는 
   동그라미 안에 표시를 합니다.
• 동그라미 안에 표시하는 외에 X나 따옴표를 표시하면 안됩니다.
• 투표용지에 동그라미를 치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안됩니다. 
• 후보자의 이름을 써넣을 경우, 맞는 동그라미 안에 표시를 하고
   후보자의 이름을 씁니다.
• 투표용지의 글씨를 크게 하거나 다른 도움이 필요한 유권자는
   투표용지 작성 기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 스캔
• 투표용지를 스캐너로 가져갑니다.
• 스캐너에 넣기 전에 투표용지를 접으면 안됩니다.
• 스캐너에 집어넣으면 투표가 완료됩니다.

비상 투표
투표소의 스캐너가 작동이 안되면 종이 투표를 받게 됩니다. 투표소의 직
원이 투표가 마감되는 시간에 긴급 투표를 모아 가져갈 것입니다. 
 1. 봉투와 투표용지를 개인 부스로 가져갑니다.
 2. 검은색 또는 파란색 펜으로 투표를 합니다.
 3. 올바른 표기법은 본인이 선택하는 후보자의 이름 옆이나 위에 있는
     동그라미를 펜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표시도 해서는 안됩니다.
 4. 투표용지를 스캐너 위에 있는 긴급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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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ing on Election Day
선거 당일 투표

Voting By Affidavit Ballot
If your name does not appear on the list of registered voters or if your 
signature is missing from that list, you will be given an affidavit ballot and 
an envelope in which to seal it in. At the close of the polls, the sealed en-
velopes are brought back to the Board of Elections in the City of New York 
borough offices where your registration will be verified by a bipartisan team 
before your ballot is canvassed.

 1. Take the envelope and ballot that the poll worker gives you and take
      it to the privacy booth
 2. Complete the envelope. Make sure you fully complete parts A, B, C 
     and D if applicable
 3. Mark your votes on the ballot with a pen with blue or black ink
 4. The way to vote is to fill in the ovals next to or above your choices.
      Remember not to make any other markings on the ballot
 5. Put the ballot in the envelope
 6. Seal the envelope and give it to the poll worker
 7. You are finished

The “Help America Vote Act” (HAVA) which was enacted into law in 2002, 
requires all first time voters to provide additional identification either on 
or with the voter registration application, i.e., the driver’s license number, 
non- driver’s ID number or the last four digits of your social security number. 

If you do not provide your driver’s license number or the last four digits of 
your social security number at the time you submit your registration form 
by mail, you can include a copy of any of the following documentation with 
your registration  application: Current and Valid Photo ID; Current Utility Bill; 
Bank Statement; Government Check or Paycheck; Government Document 
that shows Name and Address. 

If the voter has not provided any of the acceptable forms of identification by 
the time they vote in an Election, the voter will not be allowed to vote on the 
poll site scanner, but will be able to vote by affidavit ballot. The voter will not 
be denied the right to vote.

If you are required by the Help America Vote Act (HAVA) to show identifica-
tion before you can vote on the scanner and you cannot or choose not to 
comply, then you will be given an affidavit ballot and an envelope in which 
to seal it in. 

At the close of the polls, the sealed envelopes are brought back to the Board 
of Elections in the City of New York borough offices where your registration 
will be verified by a bipartisan team before your ballot is canvassed.

 1. Take the envelope and ballot that the poll worker gives you to the 
      privacy booth
 2. Complete the envelope by filling out Part A, B, C and if applicable D
 3. Mark your votes on the ballot with a pen with blue or black ink
 4. The way to vote is to fill in the ovals next to or above your choices.
     Remember not to make any other markings on the ballot
 5. Put ballot it in the envelope
 6. Seal the envelope and give it to the poll worker
 7. You are finished

진술서 투표
본인의 이름이 등록된 유권자 리스트에 없거나 본인의 싸인이 없으면 투
표 진술서를 받아서 봉투에 넣고 봉인합니다. 투표가 마감된 후 봉인된 
봉투들은 선관위로 보내져 본인의 유권자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가 
인정됩니다. 

 1. 투표용지와 봉투를 받아서 투표 부스로 갑니다. 
 2. 봉투를 작성한다. 파트 A,B,C와 경우에 따라서 D를 작성합니다. 
 3. 검은색이나 파란색으로 투표용지를 작성합니다.
 4. 올바른 표기법은 본인이 선택하는 후보자의 이름 옆이나
     위에 있는 동그라미를 펜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표시도 해서는 안됩니다.
 5.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습니다.
 6. 봉투를 봉인해서 투표소 직원에게 줍니다.
 7. 투표가 마무리 됩니다.

“투표를 돕는 법안” (HAVA)이 2002년에 법으로 통과됐는데, 이에 따라 
처음으로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은 유권자 등록 신청서와 함께 운전면허
증 번호, 비운전면허증 번호 또는 소셜번호 끝 네자리 숫자와 같은 추가
적인 신분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우편으로 유권자등록 신청서를 보낼 시에 운전면허증 번호나 소셜번호 
끝 네자리 숫자를 넣지않으면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대신 쓸 수 있습니
다: 사진이 부착된 유효한 신분증, 공과금 청구서, 은행 증명서, 급여지급 
수표, 본인의 이름과 주소가 있는 정부에서 받은 서류.

유권자가 선거일까지 신분확인을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제시를 못하면 스
캐너를 이용해서 투표를 할 수는 없으나 투표 진술서를 이용하여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의 투표권은 어떤 경우에도 부정되지 않습니다. 

투표를 돕는 법안 (HAVA)에 따라 스캐너를 이용하여 투표시 신분 확인을 
해야하나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투표 진술서를 받아서 봉투에 넣고 봉인
하면 됩니다. 투표가 마감된 후 봉인된 봉투들은 선거 관리 위원회로 보내
져 본인의 유권자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가 인정됩니다. 

 1. 투표용지와 봉투를 받아서 투표 부스로 갑니다. 
 2. 봉투를 작성한다. 파트 A,B,C와 경우에 따라서 D를 작성합니다. 
 3. 검은색이나 파란색으로 투표용지를 작성합니다.
 4. 올바른 표기법은 본인이 선택하는 후보자의 이름 옆이나 
     위에 있는 동그라미를 펜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표시도 해서는 안됩니다.
 5.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습니다.
 6. 봉투를 봉인해서 투표소 직원에게 줍니다.
 7. 투표가 마무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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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0 Campaign /‘8080 캠페인’
80% Voter Registration Rate among Eligible Korean American Citizens

80% Voter Turnout among Korean American Registered Voters

KACE’s 8080 Campaign is a year-round campaign dedicated to 
increasing voter registration rates and voter turnout rates of Ko-
rean Americans to 80%.  Higher voter registration and turnout 
rates are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voices of Korean Amer-
icans are heard.
시민참여센터의 8080 캠페인은 한인들의 유권자등록과 투표율을 
80%까지 올리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연중 캠페인입니다. 더 높
은 유권자등록율과 투표율은 한인들의 목소리가 전달되게 하기위
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격요건이 되는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 80% 등록된 유권자들의 투표율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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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of Elections and Bergen County Officials’ Office
Addresses and Phone Numbers

선거관리 위원회 및 버겐 카운티 공무원 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

2020 New Jersey General Election: November 3, 2020
2020년 뉴저지주 본선거: 2020년 11월 3일

2020 New Jersey General Election Voter Registration Deadline: 
Application must be received by your local Board of Elections office no later than October 13, 2020

2020년 뉴저지주 본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일:

신청서는 2020년 10월 13일까지  선거관리 위원회에 도착해야 합니다.

2020 New Jersey General Election Mail-In Ballot Application By Mail Deadline: 
Last day to apply, by mail, for a mail-in ballot is October 23, 2020

2020 뉴저지주 본선거 우편투표 신청서 우편 신청 마감일:

우편으로 우편선거하기 위한 신청 마감일은 2020년 10월 23일입니다.

2020 New Jersey General Election Mail-In Ballot Application In Person Deadline:
Last day to apply, in-person, for a mail-in ballot is November 3, 2020 before 8:00 PM

2019년 뉴저지주 본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일:

신청서는 2019년 10월 15일까지  선거관리 위원회에 도착해야 합니다.

Guide on Voter Registration in New Jersey State
뉴저지주 유권자 등록 가이드

Bergen County Superintendent of Elections   버겐 카운티 선거 감독관
One Bergen County Plaza, Room 380 Hackensack, NJ 07601 / Tel: 201-336-6111

Bergen County Clerk   버겐 카운티 서기
One Bergen County Plaza, Room 122 Hackensack, NJ 07601 / Tel: 201-336-7000

Bergen County Board of Elections  버겐 카운티 선관위
One Bergen County Plaza, Room 310 Hackensack, NJ 07601 / Tel: 201-336-6230

New Jersey Division of Elections  뉴저지주 선관위
20 West State Street, 4th Floor Trenton, NJ 08608 / Tel: 1-609-292-3760

New Jersey Voting Information and Assistance  저지주 투표 정보와 지원
Tel: 1-877-658-6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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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fications 
To register to vote in New Jersey, you must: 

• Be a United States citizen
• At least 17 years old, though you may not vote until you have reached
    the age of 18
• A resident of the county for 30 days before the election
• A person not serving a sentence of incarceration as the result of a 
   convection of any indictable offense under the laws of New Jersey or
   another state or of the United States

How to Register

• You may register to vote by completing the New Jersey State Voter
    Registration form which can be found on www.kace.org/election.
    Once the form is completed, you can submit by mail to your County 
    Commissioner of Registration or Superintendent of Elections.  If you
    wish to submit your registration form in person, please contact your 
    local Board of Elections office  

• You may also register to vote online at https://voter.svrs.nj.gov/register
    To register online, you need your date of birth and one of the following
    forms of identification:

a) A current and valid Driver’s License or a non-driver Identification Card
    (ID card) issued by the New Jersey Motor Vehicle Commission (MVC)
 
b) A Social Security Number (SSN).  To use your SSN, you must have 
    the ability to sign on-screen or upload your signature to complete
    the registration process

• You can call 1-877-658-6837 Voter Information and Assistance Line
    to request a registration form 
 
In 2002,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enacted into law the “Help 
America Vote Act” (HAVA) which requires that any first time voter reg-
istering must provide some additional identification. The law requires 
that the voter provide his/her Driver’s License or Non-Driver ID number, 
the last four digits of his/her Social Security Number, or a bank state-
ment, utility bill, etc. This only pertains to new voters who are register-
ing for the first time as of 2003.

Voter registration in New Jersey is permanent. However, to assure 
that your registration remains valid you must notify your county Com-
missioner of Registration or Superintendent of Elections of your new 
address whenever you move or if you change your name.  This can 
be accomplished by completing a new voter registration form with 
updated information and returning it to your county Commissioner of 
Registration or Superintendent of Elections. 

자격요건 

뉴저지주에서 유권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1. 미국 시민이어야 한다. 

2. 최소 17세가 되어야 신청을 할 수 있으나 18세 이전에는 투표를

 할 수 없다.

3. 선거일 이전 최소 30일 이상 뉴저지주 카운티의 주민이어야 한다. 

4. 뉴저지주나 미국내 다른 주 법에 의거 중범죄로 복역 중이어서는 

 안된다.

등록 절차

● 뉴저지주 유권자 등록서를 작성하여 등록을 하면 됩니다. 등록서

는 www.kace.org/election  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서를 

작성한 후 선관위나, 해당 카운티 유권자 등록위원회에 우편으로 보

내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기를 원하면 지역의 선관위에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  https://voter.svrs.nj.gov/register 에서 온라인으로 등록도 가

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생년월일과 다음의 신분증명 

중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a) 유효한 운전면허증 또는 뉴저지주 차량국에서 발급한   비운전자 

신분증

b) 소셜번호. 소셜번호로 등록을 할 경우, 온라인으로 서명을 하거나 

서명을 업로드하여야 등록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유권자 정보와 지원 전화, 1-877-658-6837로 전화해서 신청서

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002년에 미국 정부는 “투표를 돕는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첫 

유권자 등록시에 추가적인 신분확인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에 의

거, 2003년 이래 처음으로 유권자 등록을 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증 또는 

비운전면허증 번호, 소셜번호의 끝 네 자리 번호, 은행 명세서, 또는 공과

금 납부서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뉴저지주 유권자 등록은 영구적인 것이지만 이사를 하거나 개명을 하는 

경우에는 새 주소나 이름을 선거관리 위원회에 알리거나 유권자 등록 신

청서를 새로 작성해서 해당 지역 선거관리 위원회에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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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y Affiliation 
Primary Election System

In a Primary Election, only voters registered with a party may vote to 
nominate their party’s candidate.  
Candidates nominated by the parties for each office then appear on the 
General Election ballot, along with any independent candidates who 
successfully petitions to gain access to the General Election ballot with-
out running in a party primary.

Voting in Party Primary Elections
Only voters enrolled in one of the parties conducting a primary may 
participate in that party’s election, unless a party’s rules otherwise pro-
vides.  In New Jersey, a registered voter currently affiliated with a politi-
cal party who wishes to change their party affiliation must file a Political 
Party Affiliation Declaration Form 55 days before a Primary Election.
A registered voter currently not affiliated with a political party may de-
clare their party affiliation up to and including Primary Election day.   

All registered voters are eligible to vote in General and Special Elections.
 

To Change Your Party Affiliation
You can change your party affiliation by printing and completing a Po-
litical Party Affiliation Declaration Form and sending the signed form to 
the Commissioner of Registration in your county. 

Keeping Your Registration Current 
What the Law Says

Your residential address determines which elections you are eligible to 
vote.  If you have moved, you can use the voter registration form as a 
change of address form.

 
To Make Changes to Your Registration

If you move or change your name, you can keep your registration cur-
rent by completing a new voter registration form with updated informa-
tion and returning it to your county Commissioner of Registration or 
Superintendent of Elections.

Vote By Mail
All active registered voters in New Jersey will automatically receive 
their vote by mail ballot in the mail at the address where the voter is 
registered for the November 3, 2020 General Election.  You can check 
your voter registration status by visiting: https://voter.svrs.nj.gov/regis-
tration-check.

If you do not receive your ballot and are registered, please contact your 
county clerk to determine the status of your ballot and next steps. 

 
How to Apply for a Mail-In Ballot:

• You must complete an Application for Vote by Mail Ballot and return
    your signed and completed application to your local County Clerk. You
    can find an Application for Vote By Mail Ballot by visiting: 
    https://nj.gov/state/elections/vote-by-mail.shtml
• You can also apply in person at your local County Clerk

 

정당 가입 
정당 가입과 예비선거 시스템
대부분의 정당 예비선거에서 정당에 가입한 유권자만이 자신이 속한 정

당의 후보자를 본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추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나면 정당의 추대를 받은 후보자가 각 정당의 예비선거를 거치지

않고 본선거에 진출한 독립 후보자들과 함께 본선거에 나가게 됩니다. 

정당 예비선거 투표
예비선거는 엄밀히 정당 투표이기 때문에 정당의 강령에 예외 규정이 있

지않는한 정당에 가입된 유권자만이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

인이 가입된 정당을 바꾸기를 원하면 예비선거 55일 이전에 신청해야합

니다. 

유권자로 등록되었지만 정당가입이 안 되어있는 경우 예비선거일까지 등

록이 가능합니다. 

등록된 유권자들은 본선거와 특별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입된 정당을 바꾸기를 원하는 경우
가입된 정당을 바꾸기를 원하면 정당 가입 신청서를 프린트하여 작성한 

후 서명된 신청서를 지역의 선거 사무실로 보내면  됩니다. 

유권자등록을 유지하는 것
법 규정
주소지에 따라 어떤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지 결정이 됩니다. 이사

를 하는 경우,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새로 작성하여 주소변경을 할 수 있

습니다. 

유권자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유권자 등록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

여 지역의 선관위나 등록위원회에 보내면 됩니다. 

우편 투표  
뉴저지주의 등록된 모든 유권자는 2020년 11월 3일 본선거 를 위해 등록

된 주소지에서 우편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을 것 입니다. 본인의 유권자 

등록현황은 https://voter.svrs.nj.gov/registration-check.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있는데도 투표용지를 받지못하면 해당 카운티 행정원에게 문

의하시고 다음의 조처를 취하면 됩니다.

우편투표 신청방법: 
● 우편 투표 신청서를 작성하여 카운티 행정원에게 내면 됩니다. 

     신청서는 https://nj.gov/state/elections/vote-by-mail.shtml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 카운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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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l-In Ballot Application Deadlines: 
 • Deadline to apply for a Mail-In Ballot by mail for the General Election:
    October 23, 2020 

 • Deadline to apply for a Mail-In Ballot in-person for the General Election: 
    November 3, 2020 before 8:00 PM

Note: The post office has advised that they cannot guarantee timely 
delivery of ballots applied for less than 15 days before an election.  
KACE suggests voters send their vote by mail application as soon as 
possible to avoid any complications due to late mail delivery times. 

How to Cast a Mail-In Ballot:

1. First step is to open all the pieces but do not rip off the perforated flap
    on the smaller envelope.  Do not throw anything away 

2. Complete the ballot by fully filling in each bubble. Read the instructions
     to see what kind of writing instrument you can use  

3. After your ballot is complete, put the ballot into the smaller envelope.  The 
     envelope will have a place for your signature - a certification - on the back.  
     Do not detach the perforated certification from the envelope.  
     Depending on your county, some envelopes may have your name and 
      address pre-printed while some may ask you to add your name and address.  
     Sign the certification in blue or black ink 

4. After placing your ballot inside the smaller envelope, make sure to
    seal the smaller envelope

5. Place the smaller envelope into the larger envelope.  Some counties 
    will have a pre-printed address that has to line up in the window of
    the larger envelope.  Make sure to seal the larger envelope properly

6. Add your return address to the larger envelope

7. You may return the ballot in any of the following ways:
a. By mail: 
• You must postmark your vote by mail ballot on or before November
   3, 2020 and received by November 10, 2020, at 8:00 PM for your
   vote by mail ballot to be valid 

b. In person:  
• Bringing it to your local county Board of Elections no later than
   November 3, 2020 by 8:00 PM
• Bringing it to a Ballot Drop Box no later than November 3, 2020 by 8:00 PM
• Bring it to your designated polling place no later than November 3, 
   2020 by 8:00 PM

우편투표 신청서 마감일: 
● 2020 뉴저지주 본선거 우편투표 신청서 우편 신청 마감일: 

    2020년 10월 23일

● 2020년 뉴저지주 본선거 우편투표 신청서 인편 신청 마감일: 

    2020년 11월 3일 오후 8시 

주의: 우체국이 선거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신청된 투표용지는 시간

내에 배달하는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시민참여

센터는 우편 배달이 지체되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피하기위해 가

능한한 빨리 부재자투표 신청서를 보낼 것을 권합니다. 

우편투표 방법:

1. 먼저 모든 것들을 여는데 작은 봉투의 절취선을 찢지않는다. 

    아무것도 버리지않아야 한다.

2. 각각의 동그라미를 완전히 메꾸면서 투표용지를 완성한다. 

    이때 어떤 필기구를 이용해야하는지 확인한다. 

3. 완성된 투표용지를 작은 봉투에 넣는다. 봉투 뒷면에 서명을 한다. 

    서명한 부분을 절취하지않는다. 카운티에 따라서 본인의 주소와 

    성명이 미리 기재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써야하는 경우도 있다. 

    서명은 파란색이나 검은색 펜으로 한다. 

4. 작은 봉투에 투표용지를 넣고 봉인한다.

5. 봉인된 작은 봉투를 큰 봉투에 넣는다. 카운티에 따라 발송자의 성명과

    주소가 미리 기재되어있는 경우도 있다. 큰 봉투를 잘 봉인한다. 

6. 발송자의 성명과 주소가 미리 기재되어있지 않은 경우엔

    큰 봉투에 이를 기재한다. 

7. 다음의 방법으로 우편투표를 보낸다:

a. 우편

● 본인의 투표가 유효하려면 2020년 11월 3일 또는 그 이전에 

    발송되어 2020년 11월 10일까지 도착해야한다. 

b. 인편

● 2020년 11월 3일 오후 8시까지 해당 카운티의 선관위 

    사무실로 가져간다. 

● 2020년 11월 3일 오후 8시까지 투표용지 드랍박스로 가져간다. 

● 2020년 11월 3일 오후 8시까지 해당 투표소로 가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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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 Voting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re is no in-person (polling place/vote 
center) early voting period in New Jersey.  However, voters may return 
their vote by mail ballots early to a secure ballot drop box, by mail, or in 
person to your Board of Elections office.  Ballot drop box locations in 
New Jersey can be found on https://nj.gov/state/elections/vote-secure-
drop-boxes.shtml. 

Where to Vote
While the November 3, 2020 election is being conducted primarily with 
vote by mail ballots, there will still be one polling location available in 
every municipality in the state and each county will operate at least 
50% of its normal polling location capacity.  Voters who prefer to vote in 
person will cast a provisional ballot at their designated polling location. 

Polling places are open 6:00 AM to 8:00 PM.

You can find your poll site location by:

• Going to https://nj.gov/state/elections/vote-polling-location.shtml and
   looking at your county and district information

• Contacting your local county election officials.  You can find your county
    election officials by visiting: https://www.state.nj.us/state/elections/vote-
    county-election-officials.shtml 

TDD Service
A Telecommunications Device for the Deaf (TDD) has been installed in the 
phone bank to answer inquiries of any voter with a hearing impairment who 
has access to a TDD. The TDD Service Number is 609-292-0034.

Data Sources
Demographic information was collected from the 2019 American Commu-
nity Survey (ACS) 1-Year Estimates published by the U.S. Census Bureau, 
the American Community Survey 5-Year Estimates (2014-2018) published 
by the U.S. Census Bureau, and the Citizen Voting Age Population (CVAP) 
Special Tabulation From the 2014-2018 5-Year American Community survey 
published by the U.S. Census Bureau. 
    
Registered voter data was collected from the New Jersey State Division of 
Elections’ September 2020 Voter Registration by Congressional Voting District 
report.

Korean American population and Korean American voter population was cal-
culated by using KACE’s proprietary algorithm. 

조기투표
코비드 19 팬데믹으로 인해 뉴저지주에는 직접 가서 조기투표

를 할 수 있는 투표소가 없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미리 선관위에 

가서 내거나 우편으로 발송, 또는 안전한 드랍박스에 넣을 수 있

다. 드랍박스 위치는 https://nj.gov/state/elections/vote-

secure-drop-boxes.s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
2020년 11월 3일 선거가 주로 우편투표로 행해지지만 뉴저지주 

행정구역마다 하나의 투표소가 있고 카운티마다 정상 인원의 50% 

한도내에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직접 가서 투표하기를 원하는 유

권자들은 본인들의 지정 투표소에서 임시 투표를 하게 됩니다. 

투표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열립니다.

투표소 위치를 알아보려면:
● https://nj.gov/state/elections/vote-polling-location.shtml 

    에서 본인의 카운티와 행정구역 정보를 가지고 확인한다.

● 해당 지역 선관위 직원에게 문의한다. 선관위 직원 정보는

     https://www.state.nj.us/state/elections/vote-county-

     election-officials.shtml  에서 확인할 수 있다. 

TDD 서비스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화서비스 (TDD)를 이용할 수 있는 청각장애

인을 위해 전화 은행에 TDD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번호는  609-

292-0034. 

정보 출처 
인구통계는 뉴욕시의회 도시계획부의 인구통계조사 (CNCLD), 

미국 인구조사 위원회에서 펴낸 2019년 미국 지역사회 조사서 

(ACS), 그리고 미국 인구조사 위원회에서 펴낸 향후 5년의 미국 지

역사회 조사서 (2014-2018)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등록된 유권자 정보는 뉴저지주 선거국의 2020년 9월 의회 선거구

별 유권자 등록 보고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한인 인구와 한인 유권자수는 시민참여센터의 자체 연산법을 이용

하여 계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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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umbent & Democratic Party Candidate

Education: B.S. in Political Science from Stanford University; M.A. in 
Sociology from Stanford University; Honors Degree in United States 
History from The Queen’s College; J.D. from Yale Law School  

Public Service Experience: 
 • Newark City Councilmember (1998-2002)
 • Mayor of Newark, New Jersey (2006-2013) 
 • U.S. Senator of New Jersey  (2013-Present)
 • Former Ranking Member of the U.S. Senate Commerce Subcommittee on 
  Surface Transportation and Merchant Marine Infrastructure, Safety, and Security 
 • Ranking Member of the U.S. Senate Environment Subcommittee on 
  Superfund, Waste Management, and Regulatory Oversight (2019-Present)
 • Ranking Member of the U.S. Senate Foreign Relations Subcommittee
   on State Department and USAID Management, International 
  Operations, and Bilateral International Development (2019-Present)

Policy Focuses & Promises:
 • Believes in protecting the Affordable Care Act and champions proposals to build upon the law, increase
   access to care, and lower costs 
 • Has advanced efforts to tackle nation’s maternal mortality crisis, expand research and health activities 
   for sickle cell disease, and increase access to addiction treatment 
 • Has lead efforts to ensuring U.S. diplomatic corps increases its diversity and is well-resourced 
 • Has advocated for policy measures to reward work through higher wages and better benefits, advance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and crack down on soaring cost of rent and practices like overdraft fees and outsourcing 
 • Cosponsor of Green New Deal  
 • Will work to ensure all students have access to a high quality education 

Republican Party Candidate
Education: B.S. in Pharmacy from Rutgers University; J.D. from Rut-
gers University School of Law-Newark; Pharm.D. degree from Univer-
sity of Arkansas for Medical Sciences; Joint LL.M. from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and Graduat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Devel-
opment Studies in Geneva, Switzerland 
Public Service Experience: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onsumer Safety Officer (2008-2012)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Deputy Division Director (2012-2014) 
 • Senior Deputy Director for the Health Regulation & Licensing Administration 
   of the Washington, DC Department of Health (2014-2015)

Policy Focuses & Promises:
 • Supports making health insurance and health care affordable by creating competition among health insurers,
   hospitals, and medical providers, and allowing health insurance companies to sell customized policies  
 • Believes U.S. needs to form an alliance with democracies around the world to speak with a unified voice and 
   through pressure, technology, tariffs, and trade policy, stop China’s aggression and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 Will call for release of unspent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and 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small
   business loan funds and reopen application process for small business owners that employ fewer than 100 people 
 • Will prioritize restoring the State and Local Tax (SALT) deduction 
 • Supports passing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that establishes: who is permitted to enter the U.S.,
   who is allowed to apply for citizenship, and who must leave when their visa or temporary permit expires

Green Party Candidate
Education: B.A. in Humanities from Wesleyan University;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Degree from Rutgers University
Public Service Experience: 
 • Director of the Grass Roots Environment Organization (1980-1998)
 • Director of New Jersey Peace Action (2000-2018)
 • Co-Chair of the GPAX-Green Party U.S. Peace Action Committee (Present) 
Policy Focuses & Promises:
 • Supports single-payer universal health care and preventive care for all 
 • Opposes a war on Iran, supports Iraqi peoples’ call for U.S. troops to leave 
   Iraq, calls for lifting of economic sanctions on Syria and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Syria, calls for end to U.S. sales of weapons to Saudi Arabia 
   and end to U.S. support for Saudi war on Yemen, calls for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Afghanistan, calls for shutting down all U.S. foreign 
   military bases, and calls for cutting U.S. military budget by at least 50% and 
   redirecting money into programs addressing human and community needs   
 • Supports Ecosocialist Green New Deal which seeks to have zero-
   to-negative carbon emissions and 100% clean energy by 2030
   and reconstruct all economic sectors for ecological sustainability 
 • Supports tuition-free, quality, federally funded, local controlled 
   public education system from preschool through college
 • Supports forgiving all student loan debt 

Cory Booker 코리 부커 Rikin Mehta 리킨 메타

Madelyn R. Hoffman 하워드 라빈

현 의원 & 민주당 후보

학력:   • 스탠포드대학 정치학 학사, 사회학 석사; 퀸즈칼리지 미국 역사 명예학위; 예일대학 법대 법학 박사

공직 경력: • 뉴왁시 시의원 (1998-2002)  • 뉴왁시 시장 (2006-2013) 

 •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  (2013-현재) • 운송, 해상 산업 기반, 안전, 보안 분과의 간사 역임 

 • 현, 연방 상원 쓰레기 관리와 규제 관리, 수퍼펀드 부문 환경위 분과 간사 (2019-현재)

 • 현, 국무부와  USAID 매니지먼트, 국제관계, 상호적 국제 발전 부문 외교부 분과 간사 (2019-현재)

주요 정책 & 공약:

 • 오바마케어의 유지와 의료혜택 확대와 비용 절감을 지지 

 • 임산부 사망 위기에대한 대응, 시클셀병에대한 연구와 치료 확대, 약물중독 치료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옴 

 • 미국 외교단이 충분한 자료와 인종적 다양화를 확보하도록 하는 노력을 해옴

 • 아웃소싱과 오버드래프트같은 관행을 철폐하고 임금인상, 복지향상, 자영업 기회와 기술혁신을
    통한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들을 지지함

 • 그린뉴딜 공동 후원자  •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공화당 후보

학력:   • 러트거스 대학 약학 학사; 러트거스 대학 법대 법학 박사; 알칸사스 대학 약학 박사, 
    스위스 제네바 국제 발전 대학원과 조지타운 대학 법학 센터의 공동 프로그램 법학 석사

공직 경력: • 식품의약국 소비자 안전 위원 (2008-2012)     • 식품의약국 부국장 (2012-2014) 

 • 보건부 워싱턴 보건 법률과 허가청 수석 부국장 (2014-2015)

주요 정책& 공약:

 • 건강보험사, 병원, 의료종사자들 간의 경쟁과 보험사들이 맞춤형 보험상품을 판매하게 함으로써

     의료보험과 의료비용을 더 저렴하게 만드는 것을 지지 

 • 미국이 세계의 민주국가들과 동맹을 통해 단일한 기조를 만들어가야하고 기술, 관세, 무역정책, 

     압박등을 통해 중국이 국제법을 어기고 공격적인 무역을 하는 것을 저지해야한다고 믿음

 • 미사용된 SBA와 PPP의 스몰 비지니스 펀드를  풀고 종업원 100명 이하의 소규모 비지니스를

     위한 신청 접수를 재개할 것을 요구할 것임

 • 주와 시단위 세금감면을 복구할 것임

 • 미국입국 가능자, 미국시민권 신청 가능자, 한시적 이민신분 효력이 만료할 경우 출국해야하는 

    자등을 지정하는 포괄적인 이민법 개정을 통과시키는 것을 지지함

녹색당 후보 

학력:   • 웨슬리안 대학 인문학 학사; 러트거스 대학 행정학 석사 

공직 경력: • 풀뿌리 환경단체기구 원장 (1980-1998)

 • 뉴저지 평화행동기구 원장 (2000-2018)

 • 현, 미국 평화행동 위원회 녹색당-지피에이엑스 공동 위원장

주요 정책 & 공약:

 • 만인을 위한 유니버설 헬스케어와 예방의학 지지 

 • 이란과의 전쟁 반대,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이란인들을 지지, 시리아에대한 경제제재 철회와 
    미군 철수를 요구, 사우디아라비아에대한 미국의 무기판매와 예맨을 상대로하는 사우디의 
    전쟁을 후원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구,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미군철수 요구, 해외주둔 모든
    미군의 철수와 국방비를 최소 50% 절감하여 사람과 공동체를 위해 쓸  것을 요구

 •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완전히 없애고 깨끗한 에너지를 쓰며 모든 경제 부문이 친환경적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재조정하는 환경사회적인 그린뉴딜을 지지

 •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연방정부가 재정을 후원하고 지방단체가 운영하는 무상 공공교육을 지지 

 • 모든 학자금 대출금을 면제해줄 것을 지지

Candidates for United States Senate
Six Year Term and No Term Limit 연방 상원의원 후보 / 6년 임기, 중임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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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idates for
United States Senate

Six Year Term and No Term Limit
연방 상원의원 후보 / 6년 임기, 중임제한 없음

Candidates for New Jersey 
Congressional District 3

Two Year Term and No Term Limit
연방하원 3선거구 후보 / 2년 임기, 임기 제한 없음

LaRouche Was Right Party Candidate

Education: N/A  

Public Service Experience: N/A

Policy Focuses & Promises:
 • Supports separating commercial from speculative banking and
   ending Wall Street bailouts 
 • Supports creation of a new national bank or other credit-issuing mechanism
   capable of producing large amounts of credit for long-term projects 
 • Supports developing fusion power and exploring and colonizing space 
 • Supports a “Four-Power Agreement” between U.S., Russia, China, 
   and India to create a new world credit system

Of, By, For Party Candidate

Education: N/A  

Public Service Experience: N/A

Policy Focuses & Promises:
 • Supports Medicare for All 
 • Supports $15 minimum wage
 • Supports Green New Deal
 • Believes in investing in renewable energy, rejoining global effort 
   to reduce emissions, reducing harmful effects of toxic pollution, 
   and finding more efficient, cheaper public transportation for all 
 • Believes in expanding educational and career opportunities and
   presenting all options to students who want to pursue trade 
   careers, and exploring ways to reduce costs of higher education
 • Supports a fast-tracked pathway to citizenship 
 • Supports strong border security and an open and transparent 
   immigration process, including asylum

Daniel Burke 다니엘 버크

Veronica Fernandez 베로니카 페르난데즈

라로세는 옳았다 정당 후보

학력:  N/A

공직 경력:  N/A

주요 정책 & 공약:

 • 월가 구제 중단과 상업적인 은행거래를 사행성 거래와 구분하는 것을 지지 

 • 장기 프로젝트를 위한 대단위 신용자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국립 은행이나 신용발급 체계를 

    만드는 것을 지지 

 • 퓨전 파워를 개발하고 우주 탐험과 우주 식민지 개척을 지지 

 • 미국, 러시아, 중국, 인디아가 세계 신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지지 

라로세는 옳았다 정당 후보

학력: N/A 

공직 경력:  N/A

주요 정책 & 공약:

 • 만인을 위한 메디케어 지지          • 15달러 기본급 지지           • 그린 뉴딜 지지

 • 재생가능한 에너지 산업에 투자, 탄소배출 억제를 위한 전세계적 노력에 동참, 건강에 유해한 

     오염원을 줄이는 것, 만인을 위한 저렴한 대중교통등 지지 

 • 교육과 직업의 기회를 확대하고 기술업에 종사하고자하는 학생들을 위한 폭넓은 선택을 

     제시하며 대학교육비를 낮추는 모든 방법을 연구하는 것을 지지 

 • 시민권 획득을 신속하게 하는 방안을 지지

뉴저지 제 3 선거구는 뉴저지 중남부에 있으며 벌링턴과 오션 카운티 일부로 이루어져
있다. 

현직 의원은 앤디 김이며 재선에 도전한다.

총 인구수 (2019년 기준): 735,981

총 투표 가능 유권자 수 (2018년 기준 추산): 563,945

총 등록된 유권자 수 (2020 9월 1일 기준): 555,211

아시아인 수 (2019년 기준): 0.74%

한인 인구 수:  3,697

한인 유권자 수:  979

The 3rd Congressional District of New Jersey is located in the south-central portion of New 
Jersey.  The district is largely made up of towns in Burlington County and portions of Ocean 
County. 

The incumbent for the 3rd Congressional District is Representative Andy Kim who is running 
for re-election.

Total Population (As of 2019): 735,981

Total Eligible Voter Population (Estimate.  As of 2018): 563,945

Total Registered Voters (As of September 1, 2020): 555,211

Asian American Population (As of 2019): 0.74%

Korean American Population: 3,697

Korean American Registered Voters: 979



Republican Party Candidate
Education: B.S. in Management, B.S.E. in Civil Engineering, and J.D. 
from University of Pennsylvania; M.Sc. in Major Program Management 
from University of Oxford; M.P.A. from Harvard University
Public Service Experience: 
 • Former Board Member of the Construction Management Association of America
 • Board Member of the Southern New Jersey Development Council (2008-2013)
 • Board Member of the Chamber of Commerce for Greater Philadelphia (2015-2017) 
 • Board Member of Princeton Day School (Present)

Policy Focuses & Promises:
 • Supports withdrawal from Paris Climate Agreement
 • Believes more must be done to reverse rising sea levels and will take a strong stand against drilling off the eastern seaboard
 • Will fight to lift State and Local Tax (SALT) deduction cap and to further cut individual marginal tax rates 
 • Will press for reforms that incentivize entrepreneurship and help small and family-owned businesses grow 
 • Will fight against socialized medicine and work to promote market-based reforms that drive down cost of
   medical care and prescription drugs
 • Will oppose across-the-board amnesty, seek to ban sanctuary cities and states, support construction of a wall along the 
   border with Mexico, and increase funding for both hiring more border agents and the tools they need to secure the border 

Independent Constitutional Party Candidate

Education: B.A. from Brooklyn College; PhD in American History from 
Harvard University; J.D. from Stanford University School of Law

Public Service Experience: N/A 

Policy Focuses & Promises: N/A

David Richter  데이비드 라이쳐

Robert Shapiro 로버트 사피로

공화당 후보

학력:    • 펜실베니아 대학 행정학 학사, 토목공학 학사, 법학 박사; 
       옥스포드 대학 메이저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석사, 하버드대학 행정학 석사

공직 경력: • 전직 미국 건축관리 협회 이사                              • 남부 뉴저지 개발 의회 이사 (2008-2013)

  • 대 필라델피아 상공회의소 이사 (2015-2017)      • 현 프린스톤 주간 학교 이사

주요 정책 • 파리 기후조약 탈퇴 지지

& 공약: • 해수면 상승을 막기위해 더 애써야한다고 믿고 대서양연안에서의 시추를 강력히 반대

  • 주와 시 정부의 세금 감면 상한선을 없애고 개인의 한계 세율을 더 낮추기위해 싸울 것임 

  • 창업을 장려하기위해 개혁을 압박하고 소상공 자영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임  

  • 사회화된 의약제에 맞서 싸우고 의료혜택과 조제약의 가격을 낮추는 시장에 기반한 개혁을

     이루기 위해 일할 것임 

  • 일괄적인 사면에 반대, 이민자 보호 시와 주에 반대, 멕시코와의 장벽설치 찬성, 국경수비대와 

     그들이 수비를 잘 할 수 있는 장비를 확충하기위해 자금을 증대하는 것을 지지 

독립 헌법 정당 후보

학력:   • 브룩클린대학 학사, 하버드대학 미국 역사학 박사, 

                      스텐포드대학 법학 박사

공직 경력:  N/A                           주요 정책 & 공약: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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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umbent & Democratic Party Candidate
Education: B.A. in Political Science from University of Chicago; Master’s in Philoso-
phy from University of Oxford; PhD in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University of Oxford 
Public Service Experience: 
 •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Affairs Officer (2009-2013)
 • Office of the U.S. Secretary of Defense Iraq Country Director (2013)
 • National Security Council Director for Iraq (2013-2015)
 • U.S. Representative for New Jersey’s 3rd Congressional District (2019-Present) 
 • Chairperson of the U.S. House Small Business Subcommittee on 
   Economic Growth, Tax and Capital Access (2019-Present)

Policy Focuses & Promises:
 • Will advocate for legislation that will bring immediate, pragmatic solutions to addressing climate crisis
   and will fight to stop offshore drilling
 • Will fight to simplify complicated accounting standards, ease rules that reduce access to capital, and
   remove other barriers making it difficult for small businesses to compete with big corporations 
 • Will prioritize the American worker by supporting: unions, project labor agreements, a livable wage, and safe work environments 
 • Will fight for federal funds so New Jersey small businesses can reopen and for tax reform that focuses
   on permanent cuts and the needs of middle class families  
 • Supports building on the Affordable Care Act to provide affordable and accessible health care for all
 • Supports lowering prescription drug costs by allowing Medicare to negotiate lower prices with pharmaceutical 
   companies, requiring pricing transparency, and implementing safeguards against price gouging 
 • Supports permanently funding Children’s Health Insurance Plan (CHIP) 
 • Will fight to protect people with pre-existing conditions 
 • Supported and helped pass legislation that would give everyone on Medicare vision, hearing, and dental coverage 
 • Believes opioid epidemic must be treated as a national security crisis 

Andy Kim 앤디 김

현 의원 & 민주당 후보             학력: 시카고대학 정치학 학사; 옥스포드대학 철학 석사, 국제관계학 박사

공직 경력: • 국무부 외교부 공무원 (2009-2013) • 안보부 이라크국 국장 (2013)

 • 국가 안보회의 이라크 담당국장 (2013-2015) • 현 뉴저지 제 3 선거구 하원의원  

 • 현, 미 하원 경제성장, 세금, 자금접근성 부문 중소기업 분과의장

주요 정책 • 기후변화의 위기에대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가져올 법안을 지지하고 연안에서의

 & 공약:    시추를 멈추게 하기 위해 싸울것임

 •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하는 것을 어렵게하는 각종 장벽을 없애고 자금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규제를 완화하며 복잡한 회계 기준을 낮추기위해 싸울 것임

 • 미국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노조, 프로젝트 노동 조약, 생계가 가능한 임금, 안전한 노동환경을 지지 

 • 뉴저지의 소상공인이 재개할 수 있도록 연방기금을 확보하기위해, 영구적인 세재감면과 

    중산층의 필요에 촛점을 맞춘 세재개혁을 위해 싸울 것임

 • 모든 사람들이 저렴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포더블 케어 엑트를 더 강화하는 것을 지지

 • 매디케어가 제약회사들과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조정하고, 가격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가격 

    폭등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듦으로써 조제약의 가격을 낮추는 것을 지지 

 • 아동 의료 보험 플랜에 영구적으로 자금지원하는 것을 지지 ) 

 •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싸울 것임 

 • 매디케어를 가진 사람들이 시력, 청력,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함 

 • 만연한 오피오이드 중독 문제를 국가적인 위기로 인식하고 대처해야한다고 믿음

For the People Party Candidate                       Education: N/A

Public Service Experience: 
 • U.S. Army Veteran     • Former Captain of the Barnegat First Aid Squad

Policy Focuses & Promises:
 • Will call for a national reusable energy mandate that all new residential 
   and commercial construction have solar panels installed
 • Will work to simplify the tax code
 • Will work to create policies that make operating a small business in New Jersey easier 
 • Will work to reduce compliance and regulatory overhead for small businesses 
 • Believes in a more flexible and affordable health care system 

 • Will form a task force to explore new ways to combat the opioid crisis 
 • Believes education policy is a local issue best left for citizens and local community governments

Martin Weber  마틴 웨버

피플 정당 후보                                   학력: N/A

공직 경력: • 전역 미국 군인           • 전직 바네갓 응급구조대 대장

주요 정책 & 공약:

 • 모든 신축 주거건물과 상업건물에 태양광열판을 설치하게 하는 재생 에너지 의무 조항을 지지 

 • 세금 조항을 간소화 할 것임     • 뉴저지에서 소상업을 하는 것을 수월하게 하는 정책을 만들 것임 

 • 소상업의 간접비용을 낮추기위해 제재를 완화할 것임  

 • 더 저렴하고 유동적인 의료 체계를 지지 

 • 오피오이드 중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테스크포스를 만들 것임 

 • 교육정책은 시민과 지역사회가 해결할 지역사회의 문제라고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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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an Party Candidate
Education: B.S. in Finance from St. John’s University
Public Service Experience: 
 • Strategic and Academic Advisor for Don Bosco Preparatory High
   School (2018-Present)
 • Business Mentor for American Corporate Partners (2018-Present)

 • Will advocate for landmark projects like the Gateway Tunnel and infrastructure investments in 
   maintenance and repairs to bridges, tunnels, and roadways 
 • Pro-life and supports Pain-Capable Unborn Child Protection Act
 • Will support measures to strengthen border security, streamline and bolster capabilities for applicants to legally apply for
   citizenship, and will advocate for local and state governments to cooperate with federal law enforcement agencies 
 • Will fight for common-sense reforms that would improve healthcare, increase competition, drive down
   administrative costs, and stabilize and lower cost of prescription drugs 

Policy Focuses & Promises:
 • Will work to restore State and Local Tax (SALT) deduction 
 • Will fight for tax reform to support small businesses and create
   jobs

Frank T. Pallotta  프랭크 팔로타

공화당 후보

학력:    • 세인트존 대학 파이낸스 학사

공직 경력: • 현, 돈보스코 고교 전략과 학업 지도교사    • 현, 어메리칸 코퍼레이트 파트너의 사업 멘토

주요 정책 • 주와 시 정부의 세금 감면을 복원하기 위해 세금 감면 계획을 추진하겠슴

& 공약: • 스몰 비지니스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세재개혁을 추진하겠슴

  • 게이트웨이 터널과 같은 랜드마크 사업과 다리, 터널, 도로의 관리 보수와 같은 사회기간 산업 투자를 옹호할 것임 

  • 생명존중자로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태아 보호 법률을 지지함 

  • 국경보안을 강화하고, 합법적 시민권 신청자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지지하며 지방정부와 연방정부의 사법기관들 간의 협력을 옹호할 것임 

  • 의료의 질을 개선하고, 경쟁을 높이며,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조제약의 가격을 하향 안정화 하는

      상식적인 개혁을 위해 일할 것임

제 5 선거구는 뉴저지주 북부에 있으며 버겐, 파사익, 서섹스 워렌 카운티의 타운들이 이에 속한다. 
뉴욕과 펜실베니아와 경계를 이루는 뉴저지 최북단 지역까지를 포함한다.  

현직 의원은 조시 고테이머로 재선에 도전한다.

총 인구수 (2019년 기준):734,764

총 투표 가능 유권자 수 (2018년 기준 추산): 530,545

총 등록된 유권자 수 (2020 9월 1일 기준): 556,661

아시아인 수 (2019년 기준): 10.45%

한인 인구 수:  19,860 한인 유권자 수:  7,654

American Values Party Candidate
Education: B.S. in Nuclear Engineering and Chinese from 
                U.S. Military Academy at West Point 
Public Service Experience: 
 • U.S. Army Veteran        • Worked at BEAR Group of New Jersey
 • Worked at Animal Protection League of NJ 
 • Executive Director & Founder of Five Bears
Policy Focuses & Promises: N/A

Louis A. Vellucci 루이스 벨루치

미국의 가치 정당 후보

학력:   • 웨스트포인트 뉴클리어 엔지니어링과 중국어 학사

공직 경력: • 전역 군인  • 뉴저지 베어그룹에서 일함
 • 뉴저지 동물 보호 기관에서 일함 
 • 파이브 베어스의 창립자와 원장

주요 정책 & 공약:  N/A

Incumbent & Democratic Party Candidate
Education: B.A. in American History from University of Pennsylvania; 
               J.D. from Harvard Law School 
Public Service Experience: 
 • Former Senior Advisor to the Chair of the U.S. Commission on
   Human Rights 
 • Senior Counselor to the Chair of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2010-2012)
 • Former Director of Public-Private Initiatives at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 U.S. Representative for New Jersey’s 5th Congressional District (2016-Present) 

Policy Focuses & Promises:
 • Introduced Jersey Tax Cut Plan to restore the value of the State and Local Tax (SALT) deduction 
 • Will continue to prioritize cutting taxes and bringing back federal tax dollars to New Jersey 
 • Will work to help create jobs, draw, keep and expand businesses in northern New Jersey, lower taxes, 
   cut red tape, and eliminate outdated, burdensome regulations 
 • Fought to secure funding for the Gateway Program and other investments to fix transit, roads, bridges, and infrastructure 
 • Sponsor of FRA Safety Data Improvement Act that seeks to strengthen data collection to uncover 
   potential safety problems on railways 
 • Released Clean Water for Kids Plan urging the state to improve reporting about water testing being done 
   at schools and making the data accessible to the public
 • Sponsor of The Lead-Free Schools Act which requires testing for lead in schools, empowers parents by
   improving transparency and creates pilot program to help schools replace out-of-date infrastructure
 • Supports integrating education technology in the classroom and programs that emphasize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and math (STEAM)
 • Supports efforts to make college more affordable

Josh Gottheimer 조시 고테이머

현 의원 & 민주당 후보

학력:   • 펜실베니아대학 미국 역사학 학사; 하버드대 법학 박사 

공직 경력: • 전직 미국 인권협회 의장의 수석 고문

 • 연방 통신 위원회 의장의 수석 자문관 (2010-2012)

 • 연방 통신 위원회 공공-민간 주도 사업 국장 

 • 현, 뉴저지 제 5 선거구 연방 하원 의원

주요 정책 • 주와 시 정부의 세금 감면을 복원하기 위해 세금 감면 계획을 도입함

 & 공약: • 지속적으로 세금 감면과 연방정부에 납세한 조세액을 뉴저지로 되가져오는 것을 우선시할 것임. 

 • 북부 뉴저지에 일자리 창출하고 사업을 유치, 보전, 확대하며 세금을 낮추고, 구시대적인 각종 

     제재를 없애기위해 애쓸 것임  

 • 게이트웨이 프로그램과 교통수단, 도로, 다리 사회기반산업에대한 투자를 위한 자금 유치를 위해 애썼음 

 • 철도의 안전문제를 찾아내기위한 데이터 수집을 강화하는 에프알에이 안전 데이타 개선 조약을 후원함  

 • 주정부가 학교의 수질검사 보고와 그 정보의 공개를 개선하도록 촉구하는 아이들을 위한 

     깨끗한 물 계획을 발표함 

 • 학교의 납 검사를 의무화하고 그 절차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학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고 낡은 

     학교의 기반시설을 교체하는 시행 프로그램을 만드는 납없는 학교 법령을 후원함 

 • 학교 수업에 첨단 기술과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아트, 수학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결합시키는

     것을 지지함

 • 대학 학비를 낮추는 노력을 지지함

The 5th Congressional District of New Jersey is located in North Jersey. It includes towns from Bergen, Passaic, 
Sussex, and Warren County. It encompasses the northernmost border of New Jersey, bordering both Pennsyl-
vania and New York.

The incumbent for the 5th Congressional District is Representative Josh Gottheimer who is running for re-election.

Total Population (As of 2019): 734,764

Total Eligible Voter Population (Estimate.  As of 2018): 530,545

Total Registered Voters (As of September 1, 2020): 556,661

Asian American Population (As of 2019): 10.45%

Korean American Population: 19,860

Korean American Registered Voters: 7,654

Candidates for New Jersey Congressional District 5
Two Year Term and No Term Limit 연방하원 5선거구 후보 / 2년 임기, 임기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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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an Party Candidate
Education: N/A
Public Service Experience: 
 • U.S. Air Force Aerospace Ground Equipment Journeyman (2009-2011) 

 • Will promote plan to implement “shadow programs” where schools work with local businesses involved in trades
   such as mechanics, electrical, engineering, plumbing, and metal work to allow students to learn skills from them 
 • Will propose “sacred life bill” which will shift funding from Planned Parenthood to alternatives that
   promote adoption, safe sex education, and orphanages

Policy Focuses & Promises:
 • Will fight for tax codes that benefit small business owners 
 • Will push to increase investment in federal funding to fix 
   New Jersey infrastructure
 • Supports creating a merit-based immigration system, eliminating
   visa lotteries, making the immigration system more streamlined,
   building the wall, and securing the border

Billy Prempeh  빌리 프렘페

공화당 후보

학력:   N/A

공직 경력: • 공군 항공우주 지상장비 직원 (2009-2011) 

주요 정책 • 스몰 비지니스 오너들에게 유리한 세금 조항을 만들기 위해 싸울 것임

& 공약: • 뉴저지 사회기반시설을 고치기위해 연방 자금을 확보하기위해 애쓸 것임

  • 성과기반 이민 시스템, 비자 로터리 철폐, 이민 시스템 간소화, 국경장벽, 국경수비 강화를 지지 

  • 자동차정비, 전기, 배관, 철공과 같은 직종의 업체와 학교가 협업하여 학생들이 현장의 일을 

     배울 수 있는 “그림자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추진할 것임 

  • 기존의 가족계획에 투여되던 자금을 입양, 성교육, 고아원등 대체안들로 이동시키는

     “성스런 생명 법안”을 제안할 것임

제 9 선거구는 주로 버겐 카운티의 타운들로 이루어진다. 미국내 가장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몇
몇 타운들이 이에 속한다. 팰리새이드파크는 주민의 52%가 한인으로 미국내 한인이 가장 밀집된 
지역이다. 주로 버겐카운티의 타운들이 이 선거구에 속하지만 허드슨과 파사익 카운티도 포함된다. 

현직 의원은 빌 파스크렐 주니어이고 재선에 도전한다. 

총 인구수 (2019년 기준):762,322

총 투표 가능 유권자 수 (2018년 기준 추산): 474,650

총 등록된 유권자 수 (2020 9월 1일 기준): 462,847

아시아인 수 (2019년 기준): 13.67%

한인 인구 수:  43,442 한인 유권자 수:  14,066

Veteran for Change Party Candidate
Education: Business Degree from New Jersey City University; Degree 
in Emergency Management from Metropolitan College of New York 
Public Service Experience:
 • U.S. Army Veteran
Policy Focuses & Promises: N/A

Chris Auriemma 루이스 벨루치

베테랑 포 체인지 정당 후보

학력:   • 뉴저지 시립대 비지니스 학위, 
     메트로폴리탄 칼리지 위기관리 학위

공직 경력: 전역 군인

주요 정책 & 공약: N/A

Incumbent & Democratic Party Candidate

Education: B.A. in Journalism from Fordham University; 
                   M.A. in Philosophy from Fordham University 

Public Service Experience: 
 • New Jersey State Assemblymember for District 35 (1988-1996)
 • Former New Jersey State General Assembly Minority Leader Pro Tempore 
 • Mayor of Paterson, New Jersey (1990-1996) 
 • U.S. Representative for New Jersey’s 8th Congressional District (1997-2013) 
 • U.S. Representative for New Jersey’s 9th Congressional District (2013-Present) 

Policy Focuses & Promises:
 • Will fight for full restoration of the State and Local Tax (SALT) deduction 
 • Supports raising federal minimum wage to $15/hour
 • Cosponsor of the Green New Deal
 • Has championed legislation to improve energy and water efficiency standards to upgrade existing buildings 
 • Fought for federal support for the clean up of Berry’s Creek and contaminated lower 17 miles of the Passaic River 
 • Cosponsor of the Affordable Care Act 
 • Supports improving the Affordable Care Act by creating a public option and expanding Medicare and Medicaid 
 • Sponsor of the Researching and Ending Disparities by Understanding and Creating Equity (REDUCE) Act
   which aims to reduce healthcare disparities among disadvantaged groups

Bill Pascrell Jr.   빌 파스크렐 주니어

현 의원 & 민주당 후보

학력:   • 포담 대학 언론학 학사, 철학 석사 

공직 경력: • 제 35 선거구 뉴저지주 하원 의원 (1988-1996) • 전직 뉴저지주 하원 소수 의장 대행 

 • 패터슨 시장 (1990-1996)  • 제 8 선거구 연방의원 (1997-2013) 

 • 제 9 선거구 연방의원 (2013-현재) 

주요 정책 •주와 시 단위 세금 (SALT) 감면의 완전 복구를 위해 싸울 것임

 & 공약: • 연방 기본급 15달러 인상 지지 

 • 그린뉴딜 공동 후원자 

 • 기존 건물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에너지와 물의 효율성 기준을 향상시키는 법안을 옹호해옴 

 • 파사익 강 하류와 베리스 크릭을 정화하는데 있어서 연방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싸움 

 • 어포더블 케어 법안 공동 후원 

 • 공공 옵션을 만들고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확대함으로써 어포더블 케어를 향상시키는 것을 지지 

 • 사회취약 계층의 의료혜택 절망을 줄이기 위한 이해와 평등 실현을 통해 절망을 끝내는

    법안 (REDUCE) 후원

The 9th Congressional District of New Jersey is largely made up of towns in Bergen County.  
It possesses towns with some of the highest concentrations of Korean Americans in any 
municipality of the United States. Palisades Park ranks the highest with 52% of the population 
being made up of Korean Americans. It consists of towns predominantly from Bergen Coun-
ty, but also Hudson and Passaic County.

The incumbent for the 9th Congressional District is Representative Bill Pascrell Jr. who is 
running for re-election.

Total Population (As of 2019): 762,322

Total Eligible Voter Population (Estimate.  As of 2018): 474,650

Total Registered Voters (As of September 1, 2020): 462,847

Asian American Population (As of 2019): 13.67%

Korean American Population: 43,442  Korean American Registered Voters: 14,066

Candidates for New Jersey Congressional District 9
Two Year Term and No Term Limit 연방하원 9선거구 후보 / 2년 임기, 임기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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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umbent & Democratic Party Candidate

Education: B.A. in Social Studies and English from Montclair State 
University; M.A. in Education from Montclair State University; Ed.D in 
Education from Fordham University

Public Service Experience: 
 • Borough of Fort Lee Councilmember (1993-2004)
 • Borough of Fort Lee Council President (2002-2003) 
 • New Jersey State Assemblymember for District 38 (2004-2012)  
 • New Jersey State General Assembly Deputy Majority Leader and
   Deputy Conference Leader (2008-2009) 
 • Vice Chair of New Jersey General Assembly Committee on 
   Education (2010-2012)
 • Bergen County Board of Chosen Freeholder (2011-Present) 
 • Chair Pro Tempore of Bergen County Board of Chosen Freeholder (Present) 

Policy Focuses & Promises:
 • Will fight to save taxpayers’ money
 • Will fight to eliminate homelessness among veterans
 • Will invest in education 
 • Will fight to fix Rt. 17 bottleneck, increase transportation options for seniors, and improve roads and bridges 

Republican Party Candidate

Education: N/A

Public Service Experience: 
 • Former Parks Director at Bergen County 
 • Borough of Hasbrouck Heights Councilmember (2013-Present) 
 • Administrative Officer & Director of Operations for Borough of 
   Allendale (Present) 

Policy Focuses & Promises: N/A

Republican Party Candidate

Education: Bachelor’s Degree from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J.D. from Rutgers Law School

Public Service Experience: 
 • Borough of Cresskill Councilmember (2009-2019) 

Policy Focuses & Promises: N/A

Joan M. Voss 조앤 보스

Ronald F. Kistner  로날드 크리스너 Simone Tsigounis  시몬 티구니스

현직, 민주당 후보

학력:   • 몬트클레어 주립대학 사회학 학사, 교육학 석사; 포담대학 교육학 박사

공직 경력: • 포트리 시의원  (1993-2004) • 포트리 시의회 의장 (2002-2003) 

 • 뉴저지 제 38 선거구 하원의원 (2004-2012)

 • 뉴저지 하원 다수당 부의장, 컨퍼런스 부회장 (2008-2009) 

 • 뉴저지주 하원 교육위원회 부의장 (2010-2012)

 • 버겐 카운티 프리홀더 (2011-현재) • 현, 버겐 카운티 프리홀더 임시 의장 

중점 정책과 공약:  • 납세자들의 돈을 아끼기 위해 싸울 것임

 • 베테랑들이 노숙자가 되는 것을 막기위해 애쓸 것임     • 교육에 투자를 늘리도록 할 것임

 • 17번 도로 병목현상 완화, 노인들을 위한 교통수단 선택의 폭을 확대, 
     도로와 다리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임

공화당 후보

학력:   N/A

공직 경력: • 전직, 버겐 카운티 공원담당 국장 
  • 해스브룩 하이츠 시의원 (2013-현재) 
  • 현직, 앨런데일 행정원 & 운영국장 

중점 공약: N/A 

공화당 후보

학력:    • 엠아이티 학사, 러트거스대학 밥학박사 

공직 경력: • 크레스킬 시의원 (2009-2019) 

중점 공약: N/A

Candidates for Bergen County Board of Chosen Freeholders
(Three Year Term) (Two Seats Open) 버겐 카운티 행정부 후보자 / 3년 임기, 2명 선출

Democratic Party Candidate

Education: B.S. in Business Administration from Marist College

Public Service Experience: 
 • Deputy Grand Knight of the Knights of Columbus Ridgewood 
   Council (2014-Present) 
 • Village of Ridgewood Councilmember (2016-2018)
 • Mayor of Ridgewood, NJ (2018-Present)
 • Advisory Board Member of the Bergen County Open Space Trust
   Fund (2019-Present)

Policy Focuses & Promises:
 • Will fight to save taxpayers’ money
 • Will fight to eliminate homelessness among veterans
 • Will invest in education
 • Will fight to fix Rt. 17 bottleneck, increase transportation options for seniors, and improve roads and bridges 

Ramon M. Hache  라몬 하체

민주당 후보

학력:   • 마리스트 칼리지 사업 행정 학사

공직 경력: • 리지우드 나이츠 어브 콜럼버스 부회장 (2014-현재) 

 • 리지우드 의회 의원 (2016-2018)

 • 리지우드 시장  (2018-현재)

 • 버겐 카운티 개방공간 신탁자금 자문의원  (2019-현재)

중점 정책과 공약:

 • 납세자들의 돈을 아끼기 위해 싸울 것임

 • 베테랑들이 노숙자가 되는 것을 막기위해 애쓸 것임

 • 교육에 투자를 늘리도록 할 것임

 • 17번 도로 병목현상 완화, 노인들을 위한 교통수단 선택의 폭을 확대, 
    도로와 다리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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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tic Party Candidate

Education: Associate of Arts and Sciences in Hotel/Motel Administra-
tion/Management from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Delhi; Bachelor’s 
Degree in English from Montclair State University; Master’s Degree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Supervision from Montclair University

Public Service Experience: N/A

Policy Focuses & Promises: N/A

Republican Party Candidate

Education: B.A. in International Economics from Inha University; MBA 
from University of Detroit; Global Executive MBA from Boston University

Public Service Experience: 
 • Borough of Englewood Cliffs Councilmember (2016-2018) 
 • Chair of the Englewood Cliffs Finance Committee (2016-2018) 
 • President of NJ Korean-American Chamber of Commerce (2017-2018)
 • Chairperson of the Korean American National Republican 
     Committee, NJ Chapter (2017-2019)

Policy Focuses & Promises:
 • Will fight to end backroom deals
 • Will fight to stop high density housing 

Republican Party Candidate

Education: B.S. in Accounting from DeVry University

Public Service Experience: 
 • Treasurer of the Board of Education for St. John’s The Theologian 
   Tenafly Greek School (2018-Present) 

Policy Focuses & Promises: 
 • Will fight to end backroom deals
 • Will fight to stop high density housing 

David DiGregorio  데이비드 디그레고리오

Mark M. Park  마크 박 Tim Koutroubas  팀 쿠트로바스

민주당 후보

학력:   • 뉴욕주립 델하이 대학 호텔경영학 ; 몬트클레어대학 영어과 학사, 교육행정과 관리 석사

공직 경력: N/A 

중점 정책과 공약:  N/A

공화당 후보

학력:    • 인하대 국제경제학 학사; 디트로이트대 엠비에이, 보스톤대학 글로벌 엠비에이

공직 경력: • 잉글우드 클리프 시의원 (2016-2018) 

  • 잉글우드 클리프 재정위원회 의장 (2016-2018) 

  • 뉴저지 한인 상공회 회장 (2017-2018)

  • 뉴저지 쳅터 한인 공화당 위원회 의장 (2017-2019)
 

중점 공약: • 시 의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임 

  • 과밀 주거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임 

공화당 후보

학력:    • 드브라이대 회계 학사 

공직 경력: • 인트 존 더 텔로지안 테너플라이 그릭 학교 교육부 회계 (2018-현재) 

중점 공약: • 시 의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임 

  • 과밀 주거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임

Candidates for Borough of Englewood Cliffs Council
(Three Year Term) (Two Seats Open) 잉글우드 클리프 시의원 후보자 / 3년 임기, 2명 선출

Democratic Party Candidate

Education: B.A. in Accounting from William Paterson University of New 
Jersey; Master’s of Public Administration Degree in City & Nonprofit 
Management from Villanova University

Public Service Experience: 
 • U.S. Army Veteran
 • Borough of Harrington Park Councilmember (1998-2010)

Policy Focuses & Promises: N/A

Glen A. Luciano  글렌 루치아노

민주당 후보

학력:   • 윌리암 패터슨 대학 회계 학사; 빌라노바 대학 도시 & 비영리 운영 행정 석사

공직 경력: • 전역 미군

 • 해링턴 파크 시의원 (1998-2010)

중점 정책과 공약: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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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umbent & Democratic Party Candidate 

Education: N/A

Public Service Experience: 
 • Borough of Fort Lee Councilmember (2003-Present)
 • Borough of Fort Lee Council President (Present) 

Policy Focuses & Promises: N/A

Republican Party Candidate

Education:  N/A

Public Service Experience: N/A          Policy Focuses & Promises: N/A

Republican Party Candidate

Education:  N/A

Public Service Experience:  N/A          Policy Focuses & Promises: N/A

Michael Sargenti  마이클 살젠티

Nicolet Nelson  니콜렛 넬슨 William G. Craig   윌리암 크레그

현직, 민주당 후보

학력:   • N/A

공직 경력: • 포트리 시의원 (2003-현재)  • 현, 포트리 시의회 의장

중점 정책과 공약:  • N/A

공화당 후보

학력:  N/A        공직 경력:  N/A    중점 공약:  N/A

공화당 후보

학력:  N/A        공직 경력:  N/A    중점 공약:  N/A

Candidates for Borough of Fort Lee Council
(Three Year Term) (Two Seats Open) 포트리 시의원 후보자 / 3년 임기, 2명 선출

Incumbent & Democratic Party Candidate 

Education: B.A. from University of Pennsylvania; J.D. from New York Law School

Public Service Experience: 
 • Former special assistant to Washington D.C. Mayor Anthony A. Williams
 • Former assistant prosecutor in the Essex County Prosecutor’s Office
 • Former law clerk to the Honorable Joseph P. Donohue of the Superior Court in NJ
 • Former Board of Directors member for the Center of Hope and Safety, the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 Center, and the Korean American League of Civic Action
 • Former President of the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Fort Lee 
 • Borough of Fort Lee Councilmember (2018-Present)

Policy Focuses & Promises: N/A

Paul Yoon  폴 윤

현직, 민주당 후보

학력:   • 펜실베니아 대학 학사, 뉴욕대 법학박사 

공직 경력: • 전직, 워싱턴 디시 시장 안토니 윌리암스 특별 보좌관 

 • 전직, 에섹스 카운티 검찰 검사 보좌 • 전직, 뉴저지 대법원 조셉 도노휴 판사 사무장 

 • 전직, 호프 엔 세이프티 센터, 가정상담소, 한인시민행동 리그 이사  

 • 전직, 포트리 한인회 회장 • 포트리 시의원 (2018-현재)

중점 정책과 공약:  • N/A

Education: Bachelor’s Degree in English from 
Seton Hall University; Master’s Degree in Urban 
Education from New Jersey City University; 
Master’s Degree in Educational/Instructional 
Technology from New Jersey City University

Public Service Experience: 
 • Borough of Leonia Councilmember
   (2014-Present)

Policy Focuses & Promises: N/A

Education: N/A

Public Service Experience: 
 • Borough of Leonia Councilmember
   (Present)

Policy Focuses & Promises: N/A

Maureen Davis  모린 데이비스

Incumbent & Democratic Party Candidate

Louis A. Grandelis  루이스 그랜델리스

Incumbent & Democratic Party Candidate

현직, 민주당 후보

학력:   • 세톤홀 대학 영어 학사, 
                      뉴저지 시립대 도시 교육 석사, 교육 기술 석사

공직 경력: • 레오니아 시의원 (2014-현재)

중점 정책과 공약:  N/A

Candidates for Borough of Leonia Council
(Three Year Term) (Two Seats Open)/(Unexpired One Year Term) (One Seat Open)

레오니아 시의원 후보자 / 3년 임기, 두명 선출 / 1년 잔여 임기, 1명 선출

Education:  N/A

Public Service Experience: 
 • Borough of Leonia Councilmember
   (Present)
 • Borough of Leonia Council President
   (Present) 

Policy Focuses & Promises: N/A

Pasquale A. Fusco  파소올레 푸스코

Incumbent & Democratic Party Candidate

현직, 민주당 후보

학력:  N/A 

공직 경력: • 레오니아 시의원 (2014-현재)
 • 현, 레오니아 시의회 의장

중점 정책과 공약:  N/A

현직, 민주당 후보

학력:  N/A

공직 경력: • 현직, 레오니아 시의원

중점 정책과 공약: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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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tic Party Candidate

Education:  N/A

Public Service Experience: 
 • Former President of Norwood PTO
 • Board of Trustees Member for Triple Negative Breast Cancer 
   Foundation (Present)
Policy Focuses & Promises:
 • Will create a Community Partnership Committee to meet with potential
   businesses and discuss why they should move to Norwood
 • Will support digitizing Borough Hall to allow services like 
   requesting mulch and getting a dog license available online
 • Will organize new events to boost local businesses

Incumbent & Republican Party Candidate 

Education: B.A. in Political Science from American University; J.D. from 
the Maurice A. Deane School of Law at Hofstra University 

Public Service Experience: 
 • Board Member of Norwood Environmental Commission (2014-2016)
 •Chairperson of Norwood Environmental Commission (2016-2018) 
 •Borough of Norwood Councilmember (2017-Present)
 •Borough of Norwood Council President (2020-Present)

Policy Focuses & Promises:
 • Will fight to keep the tax rate stable
 • Committed to maintaining and providing additional services to senior citizens 
 • Committed to providing new opportunities for youth activities and recreation 
 • Advocated for ordinance resulting in a police officer placed in Norwood
   Public School at all times 
 • Advocated for ordinances granting police and municipality as a 
   whole more power to reign in public nuisances and ensure 
   preservation of Norwood’s greenery

Republican Party Candidate

Education: B.B.A from 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 School of 
Business; J.D. from Syracuse College of Law 

Public Service Experience: 
 • Chairperson, Vice Chairperson, and Investigator of Supreme Court 
   of New Jersey’s District Attorney Ethics Committee for the County
   of Bergen (2012-2019)  

Policy Focuses & Promises: 
 • Will fight to keep the tax rate stable
 •  Committed to maintaining and providing additional services to 
   senior citizens
 • Committed to providing new opportunities for youth activities and
   recreation 

Annie Hausmann  애니 하우스맨

Paul Haberman  폴 하버맨 Bong June “B.J.” Kim  봉준 (비제이) 김

민주당 후보

학력:  N/A

공직 경력: • 전직, 노우드 피티오 회장 

 • 현, 트리플 네거티브 유방암 협회 이사

중점 정책과 공약: 

 • 지역사회 파트너쉽 위원회를 만들어 사업체들에게 왜 노우드로 이전해야하는지를 설득하겠다. 

 • 멀치를 요청하는 것과 같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보로홀을 디지타이징하고, 
    애완견 라이센스를 온라인으로 취득하는 것을 지지

 • 지역의 비지니스를 촉진시키기위해 새로운 행사를 만들어 나갈 것임

공화당 후보

학력:    • 어메리칸 대학 정치학 학사, 호프스트라 대학 법학 박사

공직 경력: • 노우드 환경위 이사 (2014-2016)

  • 노우드 환경위 의장 (2016-2018) 

  • 노우드 시의원 (2017-현재)

  • 노우드 시의회 의장 (2020-현재) 

중점 공약: • 세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애쓸 것임 

  • 시니어 시티즌을 위한 서비스를 유지, 확대하는 것에  주력 

  • 청소년을 위한 활동과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것에 주력 

  • 노우드 공립학교에 경찰이 상주하는 법령을 지지 

  • 공해를 제어하고 노우드의 녹지를 보호하기위해 경찰과 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법령을 지지

공화당 후보

학력:    • 미시간대학 비지니스 행정학 학사, 시라큐즈대학 법학박사

공직 경력: •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지방 검찰 공중도덕위 의장, 부의장, 검사관 (2012-2019) 

중점 공약: • 세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애쓸 것임 

  • 시니어 시티즌을 위한 서비스를 유지, 확대하는 것에  주력 

  • 청소년을 위한 활동과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것에 주력

Candidates for Borough of Norwood Council
(Three Year Term) (Two Seats Open) 노우드 시의원 후보자 / 3년 임기, 2명 선출

Democratic Party Candidate

Education: B.S. in Mechanical Engineering from Rutgers University

Public Service Experience: 
 • Former Norwood Public School PTO Board Member
Policy Focuses & Promises:
 • Will create a Community Partnership Committee to meet with potential
   businesses and discuss why they should move to Norwood
 • Will support digitizing Borough Hall to allow services like 
   requesting mulch and getting a dog license available online
 • Will organize new events to boost local businesses 

Laura Gurunathan  로라 구루네이탄

민주당 후보

학력:   • 러트거스대학 기계공학 학사

공직 경력: • 전직, 노우드 공립학교 피티오 이사 

중점 정책과 공약:

 • 지역사회 파트너쉽 위원회를 만들어 사업체들에게 왜 노우드로 이전해야하는지를 설득하겠다. 

 • 멀치를 요청하는 것과 같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보로홀을 디지타이징하고, 
    애완견 라이센스를 온라인으로 취득하는 것을 지지

 • 지역의 비지니스를 촉진시키기위해 새로운 행사를 만들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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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 Palisades Park Party Candidate 

Education: N/A

Public Service Experience: N/A

Policy Focuses & Promises: N/A

Incumbent & Democratic Party Candidate 

Education: N/A 

Public Service Experience: 
 • Former Chairperson for Borough of Palisades Park Planning Board 
 • Former Chairperson for Borough of Palisades Park Rent Leveling Board 
 • Borough of Palisades Park Councilmember (2003-Present)
 • Borough of Palisades Park Council President (2017-Present)

Policy Focuses & Promises: N/A

Democratic Party Candidate 

Education: 
 • M.S. in Management Engineering from Long Island University

Public Service Experience: 
 • Member of Borough of Palisades Park Planning Board (Present)  

Policy Focuses & Promises: N/A

Youbong Won-Yoon  유봉 원-윤

Cynthia Pirrera  신티아 피레라 Jae K. Park  재 K. 박

더 나은 팰리세이즈파크 정당 후보

학력:  N/A

공직 경력:  N/A

중점 정책과 공약:  N/A

현직, 민주당 후보

학력:   N/A

공직 경력: • 전직, 팰리세이즈파크 기획국 의장 

  • 전직, 팰리새이즈파크 렌트 평준화국 의장 

  • 팰리세이즈파크 시의원 (2003-현재)

  • 현, 팰리세이즈파크 시의회 의장

중점 공약: N/A

민주당 후보

학력:    • 롱아일랜드 대학 관리공학 석사

공직 경력: • 현, 팰리새이트파크 기획국 멤버 

중점 공약: N/A

Candidates for Borough of Palisades Park Council
(Three Year Term) (Two Seats Open) 팰리세이즈파크 시의원 후보자 / 3년 임기, 2명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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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umbent & Democratic Party Candidate

Education:  Bachelor’s Degree from Sarah Lawerence College;  M.S. in Educa-
tion from Mercy College; M.Ed.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Supervision 
from Bank Street College of Education; PhD in Education from Northcentral 
University 

Public Service Experience: 
 • Vice President of The Humane Education Committee, Inc. (Present)
 • Director of Caring Activists Against Fur (Present)
 • Regional Legislative District Director of The League of Humane Voters of NJ (Present)
 • Borough of Tenafly Councilmember (2020-Present)

Policy Focuses & Promises: N/A

Julie O’Connor  줄리 오코너

현직, 민주당 후보

학력:   • 사라로렌스대학 학사, 멀시 칼리지 교육학 석사, 뱅크스트릿 칼리지 교육 행정과 감독 석사, 

노스센트럴 대학 교육학 박사

공직 경력:   • 현, 인도적 교육위원회 Inc. 부사장 

 • 현, 모피 반대하는 활동가들 협회 원장 

 • 현, 뉴저지 인도적 유권자들 협회 입법 구역장

 • 테너플라이 시의원  (2020-현재)

중점 정책과 공약:  N/A

Candidates for Borough of Tenafly Council
(Three Year Term) (Two Seats Open)/(Unexpired One Year Term) (One Seat Open)

테너플라이 시의원 후보자 / 3년 임기, 두명 선출 / 1년 잔여 임기, 1명 선출

Incumbent & Democratic Party Candidate 

Education: B.A. in Government and Economics from Franklin and Marshall 
College; M.A. in Political Science from Rutgers Eagleton Institute of Politics; J.D. 
from St. John’s University Law School 

Public Service Experience: 
 • Former Deputy Borough Chief for the NYC Law Department Tort Division 
 • Former Deputy Assistant Chief for the NYC Law Department Tort Division
   Queens Office
 • Member of Borough of Tenafly Board of Adjustment (2006-2017)
 • Chair of Borough of Tenafly Board of Adjustment (2012-2017)
 • Borough of Tenafly Councilmember (2017-Present)

Policy Focuses & Promises: N/A

Incumbent & Democratic Party Candidate 

Education: B.S. in Policy Analysis & Management from Cornell Univer-
sity; J.D. from Emory University School of Law

Public Service Experience: 
 • Elected Committee Member for Tenafly Democratic Municipal
   Committee (2016-Present) 
 • Borough of Tenafly Councilmember (2017-Present)
  

Policy Focuses & Promises: N/A

Jeffrey D. Grossman  제프리 그로스맨 Lauren M. Dayton  로렌 데이톤

현직, 민주당 후보

학력:  프랭클린 마셜 대학 정부와 경제학 학사; 러트거스대학 정치학 석사; 세인트존 대학 법학 박사

공직 경력: • 전직, 뉴욕시 법률국 토트 디비젼 부 보로장 

  • 전직, 뉴욕시 법률국 토트 디비젼 퀸즈 사무소 부 참모장 

  • 테너플라이 시의회 조정국 멤버 (2006-2017)

  • 테너플라이 시의회 조정국 의장 (2012-2017)

  • 테너플라이 시의원 (2017-현재)

중점 정책과 공약:  N/A

현직, 민주당 후보

학력:    • 코넬대학 정책분석과 운영 학사, 에모리대학 법학박사 

공직 경력: • 테너플라이 민주적 자치위원회 선출 의원 (2016-현재) 

  • 테너플라이 시의원 (2017-현재)

 

중점 정책과 공약: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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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Question No. 1:
Constitutional Amendment to Legalize Marijuana 
Do you approve amending the Constitution to legalize a controlled 
form of marijuana called “cannabis”?

This amendment would legalize a controlled form of marijuana called 
“cannabis”. Only persons at least 21 years of age could use cannabis prod-
ucts legally. 

The Cannabis Regulatory Commission would oversee the new adult can-
nabis market. This commission was created in 2019 to oversee the State’s 
medical cannabis program. The scope of the commission’s new authority 
would be detailed in laws enacted by the Legislature.  

All retail sales of cannabis products in the new adult cannabis market 
would be subject to the State’s sales tax. If authorized by the Legislature, a 
municipality may pass a local ordinance to charge a local tax on cannabis 
products.

Yes Supports amending New Jersey Constitution to legalize possession and 
use of marijuana for people aged 21 and older and legalize cultivating, pro-
cessing, and selling of retail marijuana.    

No
 

Opposes amending New Jersey Constitution to legalize possession and use 
of marijuana for people aged 21 and older and legalize cultivating, process-
ing, and selling of retail marijuana.    

Public Question No. 2:
Property Tax Deduction & Exemption for
Peacetime Veterans

 
Do you approve amending the Constitution to give a $250 prop-
erty tax deduction to veterans who did not serve in time of war?  
Do you also approve amending the Constitution to give a 100% 
property tax exemption to certain totally disabled veterans who 
did not serve in time of war? 

This amendment would give a $250 property tax deduction to veterans 
who did not serve in time of war. The widow or widower of a veteran who did 
not serve in time of war would receive this deduction after the veteran’s death. 

The amendment also extends the 100% property tax exemption for dis-
abled veterans to veterans who became disabled during peacetime military 
service. Persons who became disabled during peacetime military service and 
reside in a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would not receive the 100% 
exemption for disabled veterans. 

Currently, these property tax deductions and exemptions are only given to 
veterans who served during time of war. The amendment would give the de-
ductions and exemptions to veterans who did not serve in wartime.

Yes Supports amending New Jersey Constitution to give peacetime veterans a 
$250 property tax deduction. 

No Opposes amending New Jersey Constitution to give peacetime veterans a 
$250 property tax deduction.   Property tax deduction to wartime veterans 
will still continue.

공개 질문 1: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한 헌법 개정 

당신은 캐너비스라고 불리는 통제된 형태의 마리화나를 합법화하
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는 것에 찬성합니까? 

이 개정안은 캐너비스라고 불리는 통제된 형태의 마리화나를 합법
화 하게 될 것입니다. 법적으로 21세 이상의 성인만이 캐너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캐너비스 규정 위원회가 성인 캐너비스 시장을 감독하게 됩니다. 
이 위원회는 의료용 캐너비스 프로그램을 감독하기위해 2019년 
만들어졌습니다. 이 위원회의 권한 범위는 의회에 의해 법으로 구
체적으로 규정될 것입니다.  
성인들을 상대로한 캐너비스 상품의 소매에는 뉴저지주 소비세가 
부과됩니다. 의회에서 허가가 나면 지방 자치단체는 캐너비스 상품
에대한 지방세를 부과하는 법령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예 21세 이상의 성인들이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이용하는 것과 마리
화나를 판매하는 것을 합법화하기위해 뉴저지 헌법을 개정하는 것
에 찬성합니다.

아니오 21세 이상의 성인들이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이용하는 것과 마리
화나를 판매하는 것을 합법화하기위해 뉴저지 헌법을 개정하는 것
에 반대합니다.    

공개질문 2: 평화시 군복무를 한 베테랑들을 위한 
부동산세금 감면과 면제
당신은 전시가 아닌 시기에  군복무를 한 베테랑들에게 250달러
의 부동산세금 감면을 해주기위해 헌법을 개정하는 것에 찬성합니
까? 또한 전시가 아닌 시기에 군복무를 하다가 1급 장애를 갖게된 
베테랑들에게 부동산세금을 전액 면제해주기위해 헌법을 개정하
는 것에 찬성합니까?

이 개정안은 전시가 아닌 시기에 군복무를 한 베테랑에게 250달러
의 부동산세금 감면을 해 줄 것입니다. 베테랑의 사후에는 배우자
가 받게 됩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평화시에 군복무를 하다가 장애를 입게된 베테
랑에게 부동산세를 전액 면제해주게 됩니다. 평화시 군복무를 하다
가 장애를 입었으나 지속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은퇴 기관에 사는 
베테랑은 이 전액 면제혜택을 받지않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세금 감면과 면제는 전시에 군복무를 한 베테랑들 
에게만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전시가 아닌 시기에 군복
무를 한 모든 베테랑에게도 같은 세금 감면과 면제 혜택을 제공하
게 됩니다.

예 평화시 군복무를 한 베테랑에게도 250달러 세금 감면을 해주고 
평화시에 군복무를 하다가 장애를 입게된 베테랑에게 부동산세를 
전액 면제해주기위해 뉴저지주 헌법을 개정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아니오 평화시 군복무를 한 베테랑에게도 250달러 세금 감면을 해주고 
평화시에 군복무를 하다가 장애를 입게된 베테랑에게 부동산세를 
전액 면제해주기위해 뉴저지주 헌법을 개정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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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Question No. 3: 
Constitutional Amendment to Change the Legislative 
Redistricting Schedule if Census Data is Delayed 

 
Do you approve amending the Constitution to change when new 
legislative districts are created if the federal census data is de-
layed? 

This constitutional amendment changes when new legislative districts are 
created if the federal census data is delayed.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requires that a census be taken every ten 
years to count the people living in the country. Census data is then used to 
create new legislative districts to ensure residents have equal representation 
from elected officials. However, the current COVID-19 pandemic has de-
layed census data collection. This may delay census data to the states and 
may affect the creation of new legislative districts. 

The State Constitution requires an Apportionment Commission to create 
new legislative districts every ten years after the federal census is complet-
ed. If the census data is delayed, the new legislative districts may not be 
created in a timely manner to hold elections. 

This constitutional amendment requires the commission to delay creat-
ing the new districts if the Governor receives the federal census data after 
February 15 of the year ending in one. The commission will adopt the new 
districts after the November general election, but not later than March 1 of 
the year ending in two. 

The new districts will be used starting with legislative elections in the year 
ending in three. They will continue to be used until new districts are again 
created by the Apportionment Commission after the next federal census. 

For the June primary and November general elections in the year ending 
in one, Senators and Assembly members will use their existing districts to 
run for a term of two years. The old districts will also be in effect in the year 
ending in two if any legislative election is held in that year. 

This amendment requires the commission to begin conducting its busi-
ness when the Governor receives the census data. It also requires the elev-
enth member of the commission to be appointed by the Chief Justice of the 
New Jersey Supreme Court within one month after the Governor receives 
the census data. 

Nothing in this amendment will alter the appointment of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made by the State political party chairs pursuant to Article 
IV, Section III, paragraph 1 of the State Constitution on or before November 
15, and certified by the Secretary of State on or before December 1, of the 
year in which the census is taken

Yes Supports amending New Jersey Constitution to delay creating new state 
legislative districts, if the Governor receives federal census data after Febru-
ary 15, 2021, until after November 2, 2021 election; use current state leg-
islative districts for elections until 2023; and use delayed timeline for future 
redistricting if census data is received after February 15. 

No Opposes amending New Jersey Constitution to delay creating new state 
legislative districts if the Governor receives federal census data after Feb-
ruary 15, 2021.  Keeps requirement that new state legislative district maps 
must be certified within one month of the state receiving federal census data 
or February 1, whichever date is later.

공개질문 3: 인구조사 데이터가 지연될 경우 선거
구획 조정 일정을 변경하기위한 헌법 개정
인구조사 데이터가 지연될 경우 선거구 구획 변경 일정을 바꾸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는 것에 찬성합니까? 

이 헌법 개정은 인구조사 데이터가 지연될 경우 언제 선거구획 조
정이 이루어지는지를 바꾸게 됩니다. 

미국 헌법은 매 10년마다 인구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 데이터는 거주민들이 선출직 공무원이 공평하게 민의를 
대변하게 하기위해 선거구를 조정하는데 쓰이게 됩니다. 그러나 현
재의 코비드 19 대유행으로 인해 인구조사 데이터 집계가 지연되
고 있습니다. 이 지연 사태는 새 선거구 구획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 헌법은 배분 위원회가 연방 인구조사가 끝난 후 새 선거구를 결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구조사 데이타가 지연된다면 
새 선거구는 선거를 치러야하는 시간내에 결정이 되지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헌법 개정은 주지사가 연방 인구조사 데이터를 이듬해 2월 15
일 이후에 받게 되면 위원회가 새 선거구 조정을 미루도록 규정하
게 됩니다. 위원회는 새 선거구를 11월 본선거 이후, 인구조사 후 2
로 끝나는 해의 3월 1일 이전에 채택하게 됩니다.   
새로 조정된 선거구는 인구조사 후 3으로 끝나는 해의 선거부터 적
용됩니다. 이 선거구는 다음 연방 인구조사 후 배분 위원회가 새로
운 선거구를 조정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인구조사 후 이듬해 6월의 예비선거나 11월 본선거에 출마하는 상
원, 하원의원들은 기존의 선거구에서 2년 임기를 위해 출마하게 됩
니다. 인구조사 후 2년 째 해에 입법부 선거가 있는 경우에도 이전 
선거구가 적용됩니다   . 
이 개정법은 주지사가 인구조사 데이터를 받으면 업무를 시작하도
록 규정합니다. 이 개정법은 또한 위원회의 11번째 위원은 주지사
가 인구조사 데이터를 받은 후 한달이내에 뉴저지주 대법원장이 지
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법은 헌법 4조 3항 1 단락에 의거, 인구조사가 이루어진 해
에 뉴저지주 정당 대표가  위원회의 위원을 11월 15일 까지 임명
하고 국무장관이 12월 1일까지 정식으로 인정해야한다는 규정을 
바꾸지는 않는다.  

예 주지사가 인구조사 데이터를 2021년 2월 15일 이후에 받게된다면 
새 선거구 조정을 2021년 11월 2일 선거 이후로 미루고, 2023년 
선거 때까지 현재의 선거구를 이용하며, 인구조사 결과를 2월 15
일 이후에 받으면 미래의 선거구 조정에 지연된 일정을 적용하도록 
뉴저지주 헌법을 개정하는 것에 찬성한다. 

아니오 주지사가 인구조사 데이터를 2021년 2월 15일 이후에 받는 경우
에 새 선거구 조정을 미루기위해 뉴저지주 헌법을 개정하는 것에 
반대한다.   새 선거구 지도는 주지사가 연방 인구조사 데이터를 받
은 후 한달 이내, 또는 2월 1일중 늦은 날짜까지 인증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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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ing on Election Day   선거 당일 투표

Step 1 – Where To Vote
Make sure you are at the correct poll site and Election District (E.D.) for 
your address.

You can locate your polling site by contacting your county Board of Elec-
tions or County Clerk.  You can find your county election officials at: https://
www.state.nj.us/state/elections/vote-county-election-officials.shtml 

Poll sites are open from 6:00 A.M. to 8:00 P.M.  

Step 2 – Voting At Your Poll Site 
Due to the COVID-19 Pandemic, voters who choose to vote in person at 
their polling place, on election day will be provided a provisional paper 
ballot.  ADA compliant voting machines will only be available to voters who 
certify they have a disability that prevents them from voting independently 
on a paper ballot.  

Step 3 – How To Vote By Provisional Ballot 
1. Board worker will give you a paper ballot and an envelope
2. Board worker must provide you with a place to vote the ballot in secret
3. Put the voted ballot in the envelope and seal it
4. Sign and complete the Affirmation Statement that is attached to the 
    envelope.  Do not detach the Affirmation Statement
5. Give the envelope to the board worker
6. Watch the board worker put the envelope into the provisional ballot bag, 
    or you may put your ballot into the bag yourself
7. If you spoil your ballot, you have the right to ask the board worker for
    another ballot 

Step 4 – How To Check if Your Vote by Mail Or
               Provisional Ballot Was Counted  

All voters can call 1-877-658-6837 after the election to find out if their Vote 
By Mail or Provisional ballot was counted or the reason it was rejected. 

스텝 1 - 투표소 확인

본인의 거주지에 맞는 선거구와 투표소를 확인하십시오. 

해당지역 선관위나 카운티 서기를 통해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습
니다. https://www.state.nj.us/state/elections/vote-coun-
ty-election-officials.shtml 에서 해당 카운티의 선거관리 직원
을 찾을 수 있습니다.  

투표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열려있습니다.

스텝 2 -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코비스 19 대유행 때문에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로 한 유
권자들은 임시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ADA 규정에 부합하는 투
표기계는 자력으로 투표용지를 이용해 투표할 수 없는 장애가 있다
고 인정된 유권자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텝 3 - 임시투표를 이용해 투표하기 
1. 선관위 직원이 투표용지와 봉투를 줄 것입니다. 

2. 선관위 직원이 투표할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3. 투표용지에 표기를 한 후 봉투에 넣고 봉합니다.

4. 봉투에 붙어있는 진술서에 서명하고 완성합니다. 
    이때 진술서를 떼지 마십시오.

5. 봉투를 선관위 직원에게 줍니다. 

6. 본인이 직접 봉투를 임시 투표 가방에 넣거나 직원이 넣는 것을
    확인합니다. 

7. 투표용지에 표기를 하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에는 새 용지를 요
구하셔도 됩니다. 
 

스텝 4 - 본인의 우편투표나 임시투표가 
              행사되었는지 확인하기 

모든 유권자는 1-877-658-6837 에 전화하여 본인의 우편투표나 
임시투표가 제대로 행사되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
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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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ING RIGHTS ADVOCACY.

VOTER REGISTRATION.

CIVIC EDUCATION.

OUR COMMUNITY’S VOICE.

KOREAN AMERICAN

CIVIC EMPOWERMENT

SINCE 1996.

VOTER HOTLINE  (347) 766-5223
KACE operates a voter hotline on election dates to
resolve any issues and/or concerns that a voter 

may face at a poll site. 

선거 핫라인  (347) 766-5223
선거와 관련된 모든 불편함, 각종 차별행위, 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 행사를 막는 불합리한 행위에 대해 신고해 주십시오. 

즉시 바로잡아 편안한 투표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upport KACE  후원하기

The growth of KACE relies on support from community leaders 
like yourself. Your generosity will allow us to take tremendous 
leaps forward in the civic empowerment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Korean American Civic Empowerment (KACE) is registered as a 
501(c)(3) non-profit organization with the Internal Revenue Ser-
vice. Your donations and contributions are tax-deductible.

Please make the check payable to “KACE” and send it to:

Korean American Civic Empowerment : 163-10 Northern Blvd, Suite 307 Flushing, NY 11358

시민참여센터는 여러분과 같은 지역사회 리더들의 후원으로 성장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어린 후원은 저희가 한인사회의 시민 역량 

강화를 이루는데 있어서 큰 도약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연방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에 등

록된 501(c)(3) 비영리단체이고 여러분의 후원금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는 “KACE” 앞으로 쓰셔서 다음의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