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PLE BALLOT
and Voter Information Pamphlet

GENERAL MUNICIPAL ELECTION
TUESDAY, APRIL 5, 2011

CITY OF GLENDALE

www.glendalevotes.org

GlendaleEngSpaKorArm0411.indd 1

BG 1

POLLS OPEN at 7 A.M.
AND CLOSE at 8 P.M.

øìº²ÂºðÂÆÎÆ ÜØàôÞ
»õ §î»Õ»ÏáõÃÛáõÝÝ»ñ ùí»³ñÏáÕÇ Ñ³Ù³ñ¦ •ñùáõÛÏ

ÀÜ¸Ð²Üàôð ø²Ô²ø²ÚÆÜ ÀÜîðàôÂÚàôÜ
ºðºøÞ²´ÂÆ, ²äðÆÈ 5, 2011Ã.
îºÔ²Ø²êºðÀ ´²òìàôØ ºÜ ²è²ìàîÚ²Ü Å. 7-ÇÝ ºì
ö²ÎìàôØ ºÜ ºðºÎàÚ²Ü Å. 8-ÇÝ

MUESTRA DE BOLETA
y Panfleto de Información para el Votante

ELECCIÓN MUNICIPAL GENERAL
MARTES, 5 DE ABRIL DE 2011
LUGAR DE VOTACIÓN ABRE a las 7 A.M.
y CIERRA a las 8 P.M.

투표용지 견본
및 유권자 안내서

시 총선거
2011년 4월 5일, 화요일
투표소 개장시간은 오전 7시에서 오후 8시까지 입니다.

2/28/2011 7:14:24 PM

POR QUÉ LA BOLETA DE MUESTRA
ESTÁ IMPRESA EN VARIOS IDIOMAS?

견본 투표용지가 다양한 언어로 되어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DEPARTAMENTO DE JUSTICIA DE LOS ESTADOS UNIDOS
DIVISIÓN DE DERECHOS CIVILES, SECCIÓN ELECTORAL

미국 법무부
인권국, 투표과

REQUISITOS PARA IDIOMAS DE MINORÍAS

소수민족 언어 요건

Estimados Votantes:

유권자 여러분,

La Ciudad ofrece a sus votantes esta Boleta de Muestra en varios idiomas
en elecciones municipales debido a la aplicación de las Secciones 203
y 204 de la Ley de Derechos Electorales por parte del Departamento de
Justicia, División de Derechos Civiles, Sección Electoral.
El Congreso adoptó las disposiciones acerca del idioma de grupos
minoritarios de la Ley de Derechos Electorales de 1975 durante
un periodo de diez años, extendiéndolas en 1982 por diez años,
nuevamente en 1992 por quince años, y una vez más en 2006 por 30
años.
Las Secciones 203 y 204(f)(4) requieren que cuando un estado cubierto
o una subdivisión política suministren avisos de inscripción o votación,
formularios, instrucciones, asistencia u otros materiales de información
relacionados al proceso electoral, incluyendo boletas, deberán
suministrarlos en el idioma que corresponda a los grupos minoritarios
como así también en el idioma inglés. Asimismo, provee herramientas
para las autoridades electorales locales a fin de que convoquen grandes
cantidades de nuevos funcionarios electorales bilingües.
Los requerimientos de la ley son simples: toda información electoral
disponible en inglés también deberá estar disponible en el idioma
del grupo minoritario de modo que todos los ciudadanos tengan la
posibilidad efectiva de registrarse, enterarse de los detalles de las
elecciones, y emitir un voto libre y efectivo.
Una jurisdicción se encuentra cubierta por la Sección 203 cuando la
cantidad de ciudadanos de los Estados Unidos en edad de votar en un
grupo lingüístico individual dentro de la jurisdicción:
•
Es mayor a 10,000, o
•
Es mayor al cinco por ciento de todos los ciudadanos en
edad de votar
Por lo tanto, para cumplir con lo antedicho, esta Boleta de Muestra se
encuentra en los idiomas de los grupos minoritarios que conforman la
población de nuestra ciudad.
Las preguntas o comentarios pueden dirigirse a:
Office of the City Clerk [Oficina de la Secretaría Municipal]
613 E. Broadway Ste 110
Glendale, CA 91206-4393
(818) 548-2090
U.S. Senator [Senador de EEUU]
Dianne Feinstein, (415) 393-0707, fax (415) 393-0710
One Post St, Suite 2450, San Francisco, CA 94104
Barbara Boxer (916) 448-2787, fax (916) 448-2563
501 I St, Suite 7-600, Sacramento, CA 95814
US Representative in Congress[Representante de EEUU en Congreso]
Adam Schiff, (626) 304-2727, fax (626) 304-0572
87 N. Raymond Ave #800, Pasadena, CA 91103
State Senator[Senador del Estado]
Carol Liu, (818) 409-0400, fax (818) 409-1256
710 S. Central Avenue, Ste 310 Glendale, CA 91204
State Assemblyperson [Asambeísta del Estado]
Paul Krekorian, (818) 240-6330, fax (818) 240-4632
620 N. Brand Blvd, Suite 403, Glendale, CA 91203
U.S. Department of Justice, [Departamento de Justicia]
Civil Rights Division, Voting Section (202) 305-1840
950 Pennsylvania Ave, NW, NWB - Room 7254,
Washington, DC 20530

법무부 인권국 투표과 투표권법 203항 및 204항의 시행으로 시 당국
은 시 선거시 투표자에게 다양한 언어로 된 견본 투표용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1975년에 투표권법의 소수민족 언어 사용자 조항을 10년간 채
택하기로 했고 1982년에 10년 연장하였으며 1992년에 다시 15년 연장
했고 2006년에 다시 30년을 연장했습니다.
203항 및 204항(f)(4)은 해당 주나 주정부 산하 기관이 등록이나 투표
공지, 양식, 지침, 지원 또는 투표용지를 포함하여 선거 진행과 관련된
기타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를 제공할 때 영어뿐 아니라 해당되는 소수
민족 언어로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선거 관리 사
무소에 2개 국어를 사용하는 다수의 신입 투표소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방편을 제공할 것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의 요건은 간단합니다. 모든 시민이 등록을 하고 선거 세부 사
항을 습득하며 자유롭게 유효표를 던지는 효과적인 기회를 가질 수 있
도록 영어로 표현 가능한 모든 선거 정보를 소수민족 언어로도 제공하
는 것입니다.
단일 언어 사용 집단 내에 투표 연령의 미국 시민이 다음과 같을 경우,
그 관할 지역은 203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
10,000명 이상이거나
•
전체 투표 연령 시민의 5% 이상일 경우
따라서 위의 규정에 따라 이 견본 투표용지는 우리 시를 구성하고 있는
소수민족의 언어들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문의사항이나 의견 접수처:
Office of the City Clerk (서기의 사무실)
613 E. Broadway Ste 110
Glendale, CA 91206-4393
(818) 548-2090
U.S. Senator (미국 상원 의원)
Dianne Feinstein, (415) 393-0707, fax (415) 393-0710
One Post St, Suite 2450, San Francisco, CA 94104
Barbara Boxer (916) 448-2787, fax (916) 448-2563
501 I St, Suite 7-600, Sacramento, CA 95814
US Representative in Congress (미국 의회)
Adam Schiff, (626) 304-2727, fax (626) 304-0572
87 N. Raymond Ave #800, Pasadena, CA 91103
State Senator (주 상원 의원)
Carol Liu, (818) 409-0400, fax (818) 409-1256
710 S. Central Avenue, Ste 310 Glendale, CA 91204
State Assemblyperson(조립 상태)
Paul Krekorian, (818) 240-6330, fax (818) 240-4632
620 N. Brand Blvd, Suite 403, Glendale, CA 91203
U.S. Department of Justice, (미국 법무부)
Civil Rights Division, Voting Section (202) 305-1840
950 Pennsylvania Ave, NW, NWB - Room 7254,
Washington, DC 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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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ial ballot / glendale
general municipal election / 4-5-11

ä²ÞîàÜ²Î²Ü øìº²ÂºðÂ / ¶ÈºÜ¸ºÚÈ
ø²Ô²ø²ÚÆÜ ÀÜ¸Ð²Üàôð ÀÜîðàôÂÚàôÜÜºð / 5 ³åñÇÉÇ 2011 Ã.

Boleta Electoral Oficial / glendale
ELECCIÓN MUNICIPAL GENERAL / 4-5-11
공식 투표용지 / glendale
총지방선거 / 4-5-11

This ballot stub shall be removed and retained by the Voter
øìº²ÂºðÂÆ ²Úê ÎîðàÜÀ äºîø ¾ ÎîðìÆ ºì ä²ÐìÆ øìº²ðÎàÔÆ ÎàÔØÆò
ESTA CONTRASEÑA DEBE SER REMOVIDA Y GUARDADA POR EL ElectoR
투표용지 영수증은 떼어내어 유권자가 보관해야 합니다.
Mark your choice(s) by FILLING IN OVAL
COMPLETELY with a dark PEN ONLY.
Üß»ù Ò»ñ ÁÝïñ³Í Ã»ÏÝ³ÍáõÇÝ (Ã»ÏÝ³ÍáõÝ»ñÇÝ)` ²Ø´àÔæ²äºê
Ø¶²òÜºÈàì úì²ÈÀ
ØÆ²ÚÜ Øàô¶ ¶ðÆâàì:

Marque su elección LLENANDO EL ÓVALO
completamente con una pluma OSCURO SOLAMENTE.
선택한 해당 후보자 옆의 타원형(
)을 검정펜으로 완전히 칠하십시오.

1A

No. 12345

I HAVE VOTED – HAVE YOU? - ºê øìº²ðÎºÈ ºØ – ÆêÎ ¸àô±
yo vote - ¿voto ud? - 전 투표를 하였습니다만 투표하셨습니까?



glendale
For MEMBER of the CITY COUNCIL
Vote for no more than TWO
ø²Ô²ø²ÚÆÜ ÊàðÐð¸Æ ²Ü¸²ØàôÂÚ²Ü Ð²Ø²ð
ºðÎàôêÆò ³í»É Ã»ÏÝ³Íáõ ÙÇ ÁÝïñ»ù
Para MIEMBRO del CONSEJO MUNICIPAL
Vote por no más de DOS
시의회 의원 후보
두 명만 선출하시오
dave weaver
Councilman / Civil Engineer
ËáñÑñ¹³Ï³Ý / ÆÝÅ»Ý»ñ






Ðà¶²´²ðÒàôÜºðÆ ÊàðÐð¸Æ ²Ü¸²ØàôÂÚ²Ü Ð²Ø²ð
ºðÎàôêÆò ³í»É Ã»ÏÝ³Íáõ ÙÇ ÁÝïñ»ù

Para MIEMBRO de la JUNTA DE SÍNDICOS
Vote por no más de DOS
이사회 이사 후보
두 명만 선출하시오
tony tartaglia
Glendale Community College Trustee
¶É»Ý¹»ÛÉÇ Ñ³Ù³ÛÝù³ÛÇÝ ùáÉ»çÇ Ñá·³µ³ñÓáõ









Contador Pública Titulado
CPA (공인회계사)
garen mailyan
Security Officer



Oficial de Seguridad
보안원
mike mohill
Retired Business Man






Commerciante Jubilado
사업가(은퇴)
chahe keuroghelian
Small Business Owner





Dueño de Pequeño Negocio
소규모 사업주
john drayman
City Council Member







²Ýíï³Ý·áõÃÛ³Ý ³ßË³ïáÕ

Âáß³Ï³éáõ ·áñÍ³ñ³ñ



Síndico del Colegio de la Comunidad
Glendale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



¶É»Ý¹»ÛÉÇ Ñ³Ù³ÛÝù³ÛÇÝ ùáÉ»çÇ Ñá·³µ³ñÓáõ



Miembro del Consejo Municipal
시의회 의원

r



Turn card over to continue voting

øìº²ðÎàôÂÚàôÜÀ Þ²ðàôÜ²ÎºÈàô Ð²Ø²ð Þðæºø ¾æÀ
voltee la tarjeta para continuar votando

카드를 뒤집어서 투표를 계속합니다

r

Glendale 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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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voting on next card
Þ²ðàôÜ²Îºø øìº²ðÎºÈ Ð²æàð¸ îàØêàôØ
CONTINUE VOTaNDO EN LA SIGUiENTE TARJETA
다음 카드에 계속해서 투표하십시오

ø³Õ³ù³ÛÇÝ ËáñÑñ¹Ç ³Ý¹³Ù

1A

Síndico del Colegio de la Comunidad
Glendale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
vartan gharpetian
Entrepreneur / Businessman
Ò»éÝ»ñ»ó / ·áñÍ³ñ³ñ
Empresario / Hombre de Negocios
기업가 / 사업가
vahe Peroomian
Glendale Community College Trustee



Ø³Ýñ ·áñÍ³ñ³ñ

101



Concejal / Ingeniero Civil
시의회 의원 / 토목 기사
rafi manoukian
CPA

Ñ³í³ëï³·ñÛ³É Ñ³ßí³å³Ñ

투
표
용
지



glendale community college district
¶ÈºÜ¸ºÚÈÆ Ð²Ø²ÚÜø²ÚÆÜ øàÈºæÆ Þðæ²Ü
distrito del colegio comunitario de glendale
glendale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For MEMBER of the BOARD OF TRUSTEES
Vote for no more than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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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endale 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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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ial ballot / glendale
general municipal election / 4-5-11

ä²ÞîàÜ²Î²Ü øìº²ÂºðÂ / ¶ÈºÜ¸ºÚÈ
ø²Ô²ø²ÚÆÜ ÀÜ¸Ð²Üàôð ÀÜîðàôÂÚàôÜÜºð / 5 ³åñÇÉÇ 2011 Ã.

Boleta Electoral Oficial / glendale
ELECCIÓN MUNICIPAL GENERAL / 4-5-11
공식 투표용지 / glendale
총지방선거 / 4-5-11

This ballot stub shall be removed and retained by the Voter
øìº²ÂºðÂÆ ²Úê ÎîðàÜÀ äºîø ¾ ÎîðìÆ ºì ä²ÐìÆ øìº²ðÎàÔÆ ÎàÔØÆò
ESTA CONTRASEÑA DEBE SER REMOVIDA Y GUARDADA POR EL ElectoR
투표용지 영수증은 떼어내어 유권자가 보관해야 합니다.
Mark your choice(s) by FILLING IN OVAL
COMPLETELY with a dark PEN ONLY.
Üß»ù Ò»ñ ÁÝïñ³Í Ã»ÏÝ³ÍáõÇÝ (Ã»ÏÝ³ÍáõÝ»ñÇÝ)` ²Ø´àÔæ²äºê
Ø¶²òÜºÈàì úì²ÈÀ
ØÆ²ÚÜ Øàô¶ ¶ðÆâàì:

Marque su elección LLENANDO EL ÓVALO
completamente con una pluma OSCURO SOLAMENTE.
선택한 해당 후보자 옆의 타원형(
)을 검정펜으로 완전히 칠하십시오.

glendale 통합 교육구

No. 12345

1B

I HAVE VOTED – HAVE YOU? - ºê øìº²ðÎºÈ ºØ – ÆêÎ ¸àô±
yo vote - ¿voto ud? - 전 투표를 하였습니다만 투표하셨습니까?

glendale unified school district
¶ÈºÜ¸ºÚÈÆ ØÆ²òÚ²È ¸äðàò²Î²Ü Þðæ²Ü
distrito escolar unificado de glendale



glendale 통합 교육구



For MEMBER of the BOARD OF EDUCATION
Vote for no more than TWO



àôêàôØÜ²Î²Ü ÊàðÐð¸Æ ²Ü¸²ØàôÂÚ²Ü Ð²Ø²ð
ºðÎàôêÆò ³í»É Ã»ÏÝ³Íáõ ÙÇ ÁÝïñ»ù

Para MIEMBRO de la JUNTA DE EDUCACIÓN
Vote por no más de DOS
교육위원회 위원 후보
두 명만 선출하시오
mary w. boger
Member, Board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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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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ÎñÃ³Ï³Ý Ñ³ÝÓÝ³ÅáÕáíÇ ³Ý¹³Ù





Miembro, Junta de Educación
교육위원회 위원
vahik satoorian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ontador Pública Titulado
CPA (공인회계사)
todd hunt
Parent / Businessman
ÌÝáÕ / ·áñÍ³ñ³ñ
Padre / Hombre de Negocios
학부모 / 사업가
nayiri nahabedian
Member, Glendale Board of Education



Miembro, Junta Escolar Unificada de Glendale
Glendale 교육위원회 위원
daniel cabrera
Retired Teacher



Maestro Jubilado
교사(은퇴)
ingrid gunnell
Classroom Teacher



Maestra de Aula
교사
jennifer freemon
Educator / Parent



Educadora / Madre
교육가 / 학부모
ami fox
Educator





Ñ³í³ëï³·ñÛ³É Ñ³ßí³å³Ñ

투
표
용
지

¶É»Ý¹»ÉÇ áõëáõÙÝ³Ï³Ý ËáñÑñ¹Ç ³Ý¹³Ù

Âáß³Ï³éáõ áõëáõóÇã









àõëáõóÇã



¸³ëïÇ³ñ³Ï / ÌÝáÕ



¸³ëïÇ³ñ³Ï

Educadora
교육가





Turn card over to continue voting
øìº²ðÎàôÂÚàôÜÀ Þ²ðàôÜ²ÎºÈàô Ð²Ø²ð Þðæºø ¾æÀ
voltee la tarjeta para continuar votando
카드를 뒤집어서 투표를 계속합니다

201

1B

r

Glendale 4/5/11

glendale unified school district
¶ÈºÜ¸ºÚÈÆ ØÆ²òÚ²È ¸äðàò²Î²Ü Þðæ²Ü
distrito escolar unificado de glendale



Measure submitted to THE voters
øìº²ðÎàÔÜºðÆÜ ÜºðÎ²Ú²òì²Ì àðàÞàôØ
Medida presentada a los electores
유권자에게 제출된 법안
bonds /
To protect quality education at ²ðÄºÂÔÂºð
local schools, provide safe and bonos/ 공채
modern school facilities, and YES / ²Úà
qualify for matching funds, shall the
sÍ /찬성
Glendale Unified School District
NO
/ àâ
upgrade classrooms, science labs
and libraries; update computers/ NO /반대
technology; provide facilities/equipment
for career training; improve campus safety and acces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crease energy efficiency; and make
funding available for classroom instruction by issuing $270
million in bonds with legal interest rates, independent oversight,
all funds staying local, and without increasing tax rates?
ÎñÃáõÃÛ³Ý áñ³ÏÁ ï»Õ³Ï³Ý ¹åñáóÝ»ñáõÙ
å³Ñå³Ý»Éáõ« ³å³Ñáí áõ ³ñ¹Ç³Ï³Ý ¹åñáó³ß»Ýù»ñ
Ñ³ÛÃ³ÛÃ»Éáõ »õ Ñ³Ù³å³ï³ëË³ÝáÕ ·áõÙ³ñÝ»ñÇ
ëï³óÙ³Ý áñ³Ï³íáñí»Éáõ Ñ³Ù³ñ« ¶É»Ý¹»ÉÇ
ÙÇ³íáñí³Í ¹åñáó³Ï³Ý ßñç³ÝÁ å»±ïù ¿ 270
ÙÇÉÇáÝ ¹áÉ³ñÇ ³ñÅ»ÃÕÃ»ñ ÃáÕ³ñÏÇª ûñÇÝ³íáñ
ïáÏáë³¹ñáõÛùÝ»ñáí« ³ÝÏ³Ë í»ñ³ÑëÏáÕáõÃÛ³Ùµ«
·áõÙ³ñÝ»ñÇ ï»Õ³Ï³Ý µ³ßËáõÙáí »õ ³é³Ýó
Ñ³ñÏ³ÛÇÝ ¹ñáõÛùÝ»ñÇ ³í»É³óÙ³Ýª ¹³ë³ñ³ÝÝ»ñ«
É³µáñ³ïáñÇ³Ý»ñ »õ ·ñ³¹³ñ³ÝÝ»ñ µ³ñ»É³í»Éáõ«
Ñ³Ù³Ï³ñ·ÇãÝ»ñ »õ ï»ËÝáÉá·Ç³ ³ñ¹Ç³Ï³Ý³óÝ»Éáõ«
³ßË³ï³Ýù³ÛÇÝ Ù³ñ½Ù³Ý í³Ûñ»ñ áõ ë³ñù»ñ
Ñ³ÛÃ³ÛÃ»Éáõ« Ù³ëÝ³ß»Ýù»ñÇ ³Ýíï³Ý·áõÃÛáõÝÝ áõ
Ñ³ßÙ³Ý¹³Ù ³ß³Ï»ñïÝ»ñÇ ÙáõïùÁ µ³ñ»÷áË»Éáõ«
¿Ý»ñ·»ïÇÏ ³ñ¹ÛáõÝ³í»ïáõÃÛáõÝÁ Ù»Í³óÝ»Éáõ« »õ
¹³ë³í³Ý¹áõÃÛ³Ý ·áõÙ³ñÝ»ñ ïñ³Ù³¹ñ»Éáõ Ñ³Ù³ñ£
Glendale 통합교육구는 교실, 과학실 및 도서관
개량, 컴퓨터/과학기술 최신화,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장비 제공, 교내 안전 증진 및 장애 학생을 위한
출입문, 에너지 효율 증대 및 교실 수업을 위한 자금
확보 등, 지역 학교 교육의 질을 보호하고, 안전 및
학교시설 현대화, 주정부 대응보조금을 수령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 법정 한도 이율로 공채를 발행하되 독립적
감시위원회를 두어 모든 자금이 지역에 전용되도록
한다는 전제 하에 세금 인상 없이 2억7,000만달러
상당의 공채를 발행할 것인가?
Con el fin de proteger la educación de calidad en las escuelas
locales, de proporcionar instalaciones escolares seguras y
modernas, y de calificar para obtener fondos de contrapartida,
¿debería el Distrito Escolar Unificado de Glendale modernizar
los salones de clases, los laboratorios de ciencia y las bibliotecas;
actualizar las computadoras y la tecnología; proporcionar
instalaciones y equipos para la capacitación profesional;
mejorar la seguridad en los planteles escolares y el acceso a
los estudiantes con discapacidades; aumentar la eficiencia de
la energía; y poner a disposición del Distrito fondos para la
enseñanza en los salones de clases mediante la emisión de
$270 millones de dólares en bonos a una tasa de interés oficial,
con supervisión independiente; todos los fondos se gastarían
localmente, y sin aumentar las tasas de impues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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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of ballot
øìº²ÂºðÂÆ ìºðæÀ
fin de boleta
투표 끝
Glend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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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ial ballot / glendale
general municipal election / 4-5-11

ä²ÞîàÜ²Î²Ü øìº²ÂºðÂ / ¶ÈºÜ¸ºÚÈ
ø²Ô²ø²ÚÆÜ ÀÜ¸Ð²Üàôð ÀÜîðàôÂÚàôÜÜºð / 5 ³åñÇÉÇ 2011 Ã.

Boleta Electoral Oficial / glendale
ELECCIÓN MUNICIPAL GENERAL / 4-5-11
공식 투표용지 / glendale
총지방선거 / 4-5-11

This ballot stub shall be removed and retained by the Voter
øìº²ÂºðÂÆ ²Úê ÎîðàÜÀ äºîø ¾ ÎîðìÆ ºì ä²ÐìÆ øìº²ðÎàÔÆ ÎàÔØÆò
ESTA CONTRASEÑA DEBE SER REMOVIDA Y GUARDADA POR EL ElectoR
투표용지 영수증은 떼어내어 유권자가 보관해야 합니다.
Mark your choice(s) by FILLING IN OVAL
COMPLETELY with a dark PEN ONLY.
Üß»ù Ò»ñ ÁÝïñ³Í Ã»ÏÝ³ÍáõÇÝ (Ã»ÏÝ³ÍáõÝ»ñÇÝ)` ²Ø´àÔæ²äºê
Ø¶²òÜºÈàì úì²ÈÀ
ØÆ²ÚÜ Øàô¶ ¶ðÆâàì:

Marque su elección LLENANDO EL ÓVALO
completamente con una pluma OSCURO SOLAMENTE.
선택한 해당 후보자 옆의 타원형(
)을 검정펜으로 완전히 칠하십시오.

1A

No. 12345

I HAVE VOTED – HAVE YOU? - ºê øìº²ðÎºÈ ºØ – ÆêÎ ¸àô±
yo vote - ¿voto ud? - 전 투표를 하였습니다만 투표하셨습니까?



glendale
For MEMBER of the CITY COUNCIL
Vote for no more than TWO
ø²Ô²ø²ÚÆÜ ÊàðÐð¸Æ ²Ü¸²ØàôÂÚ²Ü Ð²Ø²ð
ºðÎàôêÆò ³í»É Ã»ÏÝ³Íáõ ÙÇ ÁÝïñ»ù
Para MIEMBRO del CONSEJO MUNICIPAL
Vote por no más de DOS
시의회 의원 후보
두 명만 선출하시오
dave weaver
Councilman / Civil Engineer
ËáñÑñ¹³Ï³Ý / ÆÝÅ»Ý»ñ






Ðà¶²´²ðÒàôÜºðÆ ÊàðÐð¸Æ ²Ü¸²ØàôÂÚ²Ü Ð²Ø²ð
ºðÎàôêÆò ³í»É Ã»ÏÝ³Íáõ ÙÇ ÁÝïñ»ù

Para MIEMBRO de la JUNTA DE SÍNDICOS
Vote por no más de DOS
이사회 이사 후보
두 명만 선출하시오
tony tartaglia
Glendale Community College Trustee
¶É»Ý¹»ÛÉÇ Ñ³Ù³ÛÝù³ÛÇÝ ùáÉ»çÇ Ñá·³µ³ñÓáõ









Contador Pública Titulado
CPA (공인회계사)
garen mailyan
Security Officer



Oficial de Seguridad
보안원
mike mohill
Retired Business Man






Commerciante Jubilado
사업가(은퇴)
chahe keuroghelian
Small Business Owner





Dueño de Pequeño Negocio
소규모 사업주
john drayman
City Council Member







²Ýíï³Ý·áõÃÛ³Ý ³ßË³ïáÕ

Âáß³Ï³éáõ ·áñÍ³ñ³ñ



Síndico del Colegio de la Comunidad
Glendale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



¶É»Ý¹»ÛÉÇ Ñ³Ù³ÛÝù³ÛÇÝ ùáÉ»çÇ Ñá·³µ³ñÓáõ



Miembro del Consejo Municipal
시의회 의원

r



Turn card over to continue voting

øìº²ðÎàôÂÚàôÜÀ Þ²ðàôÜ²ÎºÈàô Ð²Ø²ð Þðæºø ¾æÀ
voltee la tarjeta para continuar votando

카드를 뒤집어서 투표를 계속합니다

r

Glendale 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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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voting on next card
Þ²ðàôÜ²Îºø øìº²ðÎºÈ Ð²æàð¸ îàØêàôØ
CONTINUE VOTaNDO EN LA SIGUiENTE TARJETA
다음 카드에 계속해서 투표하십시오

ø³Õ³ù³ÛÇÝ ËáñÑñ¹Ç ³Ý¹³Ù

1A

Síndico del Colegio de la Comunidad
Glendale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
vartan gharpetian
Entrepreneur / Businessman
Ò»éÝ»ñ»ó / ·áñÍ³ñ³ñ
Empresario / Hombre de Negocios
기업가 / 사업가
vahe Peroomian
Glendale Community College Trustee



Ø³Ýñ ·áñÍ³ñ³ñ

101



Concejal / Ingeniero Civil
시의회 의원 / 토목 기사
rafi manoukian
CPA

Ñ³í³ëï³·ñÛ³É Ñ³ßí³å³Ñ

투
표
용
지



glendale community college district
¶ÈºÜ¸ºÚÈÆ Ð²Ø²ÚÜø²ÚÆÜ øàÈºæÆ Þðæ²Ü
distrito del colegio comunitario de glendale
glendale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For MEMBER of the BOARD OF TRUSTEES
Vote for no more than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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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ial ballot / glendale
general municipal election / 4-5-11

ä²ÞîàÜ²Î²Ü øìº²ÂºðÂ / ¶ÈºÜ¸ºÚÈ
ø²Ô²ø²ÚÆÜ ÀÜ¸Ð²Üàôð ÀÜîðàôÂÚàôÜÜºð / 5 ³åñÇÉÇ 2011 Ã.

Boleta Electoral Oficial / glendale
ELECCIÓN MUNICIPAL GENERAL / 4-5-11
공식 투표용지 / glendale
총지방선거 / 4-5-11

This ballot stub shall be removed and retained by the Voter
øìº²ÂºðÂÆ ²Úê ÎîðàÜÀ äºîø ¾ ÎîðìÆ ºì ä²ÐìÆ øìº²ðÎàÔÆ ÎàÔØÆò
ESTA CONTRASEÑA DEBE SER REMOVIDA Y GUARDADA POR EL ElectoR
투표용지 영수증은 떼어내어 유권자가 보관해야 합니다.
Mark your choice(s) by FILLING IN OVAL
COMPLETELY with a dark PEN ONLY.
Üß»ù Ò»ñ ÁÝïñ³Í Ã»ÏÝ³ÍáõÇÝ (Ã»ÏÝ³ÍáõÝ»ñÇÝ)` ²Ø´àÔæ²äºê
Ø¶²òÜºÈàì úì²ÈÀ
ØÆ²ÚÜ Øàô¶ ¶ðÆâàì:

Marque su elección LLENANDO EL ÓVALO
completamente con una pluma OSCURO SOLAMENTE.
선택한 해당 후보자 옆의 타원형(
)을 검정펜으로 완전히 칠하십시오.

glendale 통합 교육구

No. 12345

1B

I HAVE VOTED – HAVE YOU? - ºê øìº²ðÎºÈ ºØ – ÆêÎ ¸àô±
yo vote - ¿voto ud? - 전 투표를 하였습니다만 투표하셨습니까?

glendale unified school district
¶ÈºÜ¸ºÚÈÆ ØÆ²òÚ²È ¸äðàò²Î²Ü Þðæ²Ü
distrito escolar unificado de glendale



glendale 통합 교육구



For MEMBER of the BOARD OF EDUCATION
Vote for no more than TWO



àôêàôØÜ²Î²Ü ÊàðÐð¸Æ ²Ü¸²ØàôÂÚ²Ü Ð²Ø²ð
ºðÎàôêÆò ³í»É Ã»ÏÝ³Íáõ ÙÇ ÁÝïñ»ù

Para MIEMBRO de la JUNTA DE EDUCACIÓN
Vote por no más de DOS
교육위원회 위원 후보
두 명만 선출하시오
mary w. boger
Member, Board of Education

Ü
Ø
à
ô
견 Þ
본

ÎñÃ³Ï³Ý Ñ³ÝÓÝ³ÅáÕáíÇ ³Ý¹³Ù





Miembro, Junta de Educación
교육위원회 위원
vahik satoorian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ontador Pública Titulado
CPA (공인회계사)
todd hunt
Parent / Businessman
ÌÝáÕ / ·áñÍ³ñ³ñ
Padre / Hombre de Negocios
학부모 / 사업가
nayiri nahabedian
Member, Glendale Board of Education



Miembro, Junta Escolar Unificada de Glendale
Glendale 교육위원회 위원
daniel cabrera
Retired Teacher



Maestro Jubilado
교사(은퇴)
ingrid gunnell
Classroom Teacher



Maestra de Aula
교사
jennifer freemon
Educator / Parent



Educadora / Madre
교육가 / 학부모
ami fox
Educator





Ñ³í³ëï³·ñÛ³É Ñ³ßí³å³Ñ

투
표
용
지

¶É»Ý¹»ÉÇ áõëáõÙÝ³Ï³Ý ËáñÑñ¹Ç ³Ý¹³Ù

Âáß³Ï³éáõ áõëáõóÇã









àõëáõóÇã



¸³ëïÇ³ñ³Ï / ÌÝáÕ



¸³ëïÇ³ñ³Ï

Educadora
교육가





Turn card over to continue voting
øìº²ðÎàôÂÚàôÜÀ Þ²ðàôÜ²ÎºÈàô Ð²Ø²ð Þðæºø ¾æÀ
voltee la tarjeta para continuar votando
카드를 뒤집어서 투표를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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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

r

Glendale 4/5/11

glendale unified school district
¶ÈºÜ¸ºÚÈÆ ØÆ²òÚ²È ¸äðàò²Î²Ü Þðæ²Ü
distrito escolar unificado de glendale



Measure submitted to THE voters
øìº²ðÎàÔÜºðÆÜ ÜºðÎ²Ú²òì²Ì àðàÞàôØ
Medida presentada a los electores
유권자에게 제출된 법안
bonds /
To protect quality education at ²ðÄºÂÔÂºð
local schools, provide safe and bonos/ 공채
modern school facilities, and YES / ²Úà
qualify for matching funds, shall the
sÍ /찬성
Glendale Unified School District
NO
/ àâ
upgrade classrooms, science labs
and libraries; update computers/ NO /반대
technology; provide facilities/equipment
for career training; improve campus safety and acces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crease energy efficiency; and make
funding available for classroom instruction by issuing $270
million in bonds with legal interest rates, independent oversight,
all funds staying local, and without increasing tax rates?
ÎñÃáõÃÛ³Ý áñ³ÏÁ ï»Õ³Ï³Ý ¹åñáóÝ»ñáõÙ
å³Ñå³Ý»Éáõ« ³å³Ñáí áõ ³ñ¹Ç³Ï³Ý ¹åñáó³ß»Ýù»ñ
Ñ³ÛÃ³ÛÃ»Éáõ »õ Ñ³Ù³å³ï³ëË³ÝáÕ ·áõÙ³ñÝ»ñÇ
ëï³óÙ³Ý áñ³Ï³íáñí»Éáõ Ñ³Ù³ñ« ¶É»Ý¹»ÉÇ
ÙÇ³íáñí³Í ¹åñáó³Ï³Ý ßñç³ÝÁ å»±ïù ¿ 270
ÙÇÉÇáÝ ¹áÉ³ñÇ ³ñÅ»ÃÕÃ»ñ ÃáÕ³ñÏÇª ûñÇÝ³íáñ
ïáÏáë³¹ñáõÛùÝ»ñáí« ³ÝÏ³Ë í»ñ³ÑëÏáÕáõÃÛ³Ùµ«
·áõÙ³ñÝ»ñÇ ï»Õ³Ï³Ý µ³ßËáõÙáí »õ ³é³Ýó
Ñ³ñÏ³ÛÇÝ ¹ñáõÛùÝ»ñÇ ³í»É³óÙ³Ýª ¹³ë³ñ³ÝÝ»ñ«
É³µáñ³ïáñÇ³Ý»ñ »õ ·ñ³¹³ñ³ÝÝ»ñ µ³ñ»É³í»Éáõ«
Ñ³Ù³Ï³ñ·ÇãÝ»ñ »õ ï»ËÝáÉá·Ç³ ³ñ¹Ç³Ï³Ý³óÝ»Éáõ«
³ßË³ï³Ýù³ÛÇÝ Ù³ñ½Ù³Ý í³Ûñ»ñ áõ ë³ñù»ñ
Ñ³ÛÃ³ÛÃ»Éáõ« Ù³ëÝ³ß»Ýù»ñÇ ³Ýíï³Ý·áõÃÛáõÝÝ áõ
Ñ³ßÙ³Ý¹³Ù ³ß³Ï»ñïÝ»ñÇ ÙáõïùÁ µ³ñ»÷áË»Éáõ«
¿Ý»ñ·»ïÇÏ ³ñ¹ÛáõÝ³í»ïáõÃÛáõÝÁ Ù»Í³óÝ»Éáõ« »õ
¹³ë³í³Ý¹áõÃÛ³Ý ·áõÙ³ñÝ»ñ ïñ³Ù³¹ñ»Éáõ Ñ³Ù³ñ£
Glendale 통합교육구는 교실, 과학실 및 도서관
개량, 컴퓨터/과학기술 최신화,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장비 제공, 교내 안전 증진 및 장애 학생을 위한
출입문, 에너지 효율 증대 및 교실 수업을 위한 자금
확보 등, 지역 학교 교육의 질을 보호하고, 안전 및
학교시설 현대화, 주정부 대응보조금을 수령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 법정 한도 이율로 공채를 발행하되 독립적
감시위원회를 두어 모든 자금이 지역에 전용되도록
한다는 전제 하에 세금 인상 없이 2억7,000만달러
상당의 공채를 발행할 것인가?
Con el fin de proteger la educación de calidad en las escuelas
locales, de proporcionar instalaciones escolares seguras y
modernas, y de calificar para obtener fondos de contrapartida,
¿debería el Distrito Escolar Unificado de Glendale modernizar
los salones de clases, los laboratorios de ciencia y las bibliotecas;
actualizar las computadoras y la tecnología; proporcionar
instalaciones y equipos para la capacitación profesional;
mejorar la seguridad en los planteles escolares y el acceso a
los estudiantes con discapacidades; aumentar la eficiencia de
la energía; y poner a disposición del Distrito fondos para la
enseñanza en los salones de clases mediante la emisión de
$270 millones de dólares en bonos a una tasa de interés oficial,
con supervisión independiente; todos los fondos se gastarían
localmente, y sin aumentar las tasas de impuestos?

S




202

end of ballot
øìº²ÂºðÂÆ ìºðæÀ
fin de boleta
투표 끝
Glend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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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ial ballot / glendale
general municipal election / 4-5-11

ä²ÞîàÜ²Î²Ü øìº²ÂºðÂ / ¶ÈºÜ¸ºÚÈ
ø²Ô²ø²ÚÆÜ ÀÜ¸Ð²Üàôð ÀÜîðàôÂÚàôÜÜºð / 5 ³åñÇÉÇ 2011 Ã.

Boleta Electoral Oficial / glendale
ELECCIÓN MUNICIPAL GENERAL / 4-5-11
공식 투표용지 / glendale
총지방선거 / 4-5-11

This ballot stub shall be removed and retained by the Voter
øìº²ÂºðÂÆ ²Úê ÎîðàÜÀ äºîø ¾ ÎîðìÆ ºì ä²ÐìÆ øìº²ðÎàÔÆ ÎàÔØÆò
ESTA CONTRASEÑA DEBE SER REMOVIDA Y GUARDADA POR EL ElectoR
투표용지 영수증은 떼어내어 유권자가 보관해야 합니다.
Mark your choice(s) by FILLING IN OVAL
COMPLETELY with a dark PEN ONLY.
Üß»ù Ò»ñ ÁÝïñ³Í Ã»ÏÝ³ÍáõÇÝ (Ã»ÏÝ³ÍáõÝ»ñÇÝ)` ²Ø´àÔæ²äºê
Ø¶²òÜºÈàì úì²ÈÀ
ØÆ²ÚÜ Øàô¶ ¶ðÆâàì:

Marque su elección LLENANDO EL ÓVALO
completamente con una pluma OSCURO SOLAMENTE.
선택한 해당 후보자 옆의 타원형(
)을 검정펜으로 완전히 칠하십시오.

1A

No. 12345

I HAVE VOTED – HAVE YOU? - ºê øìº²ðÎºÈ ºØ – ÆêÎ ¸àô±
yo vote - ¿voto ud? - 전 투표를 하였습니다만 투표하셨습니까?



glendale
For MEMBER of the CITY COUNCIL
Vote for no more than TWO
ø²Ô²ø²ÚÆÜ ÊàðÐð¸Æ ²Ü¸²ØàôÂÚ²Ü Ð²Ø²ð
ºðÎàôêÆò ³í»É Ã»ÏÝ³Íáõ ÙÇ ÁÝïñ»ù
Para MIEMBRO del CONSEJO MUNICIPAL
Vote por no más de DOS
시의회 의원 후보
두 명만 선출하시오
dave weaver
Councilman / Civil Engineer
ËáñÑñ¹³Ï³Ý / ÆÝÅ»Ý»ñ






Ðà¶²´²ðÒàôÜºðÆ ÊàðÐð¸Æ ²Ü¸²ØàôÂÚ²Ü Ð²Ø²ð
ºðÎàôêÆò ³í»É Ã»ÏÝ³Íáõ ÙÇ ÁÝïñ»ù

Para MIEMBRO de la JUNTA DE SÍNDICOS
Vote por no más de DOS
이사회 이사 후보
두 명만 선출하시오
tony tartaglia
Glendale Community College Trustee
¶É»Ý¹»ÛÉÇ Ñ³Ù³ÛÝù³ÛÇÝ ùáÉ»çÇ Ñá·³µ³ñÓáõ









Contador Pública Titulado
CPA (공인회계사)
garen mailyan
Security Officer



Oficial de Seguridad
보안원
mike mohill
Retired Business Man






Commerciante Jubilado
사업가(은퇴)
chahe keuroghelian
Small Business Owner





Dueño de Pequeño Negocio
소규모 사업주
john drayman
City Council Member







²Ýíï³Ý·áõÃÛ³Ý ³ßË³ïáÕ

Âáß³Ï³éáõ ·áñÍ³ñ³ñ



Síndico del Colegio de la Comunidad
Glendale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



¶É»Ý¹»ÛÉÇ Ñ³Ù³ÛÝù³ÛÇÝ ùáÉ»çÇ Ñá·³µ³ñÓáõ



Miembro del Consejo Municipal
시의회 의원

r



Turn card over to continue voting

øìº²ðÎàôÂÚàôÜÀ Þ²ðàôÜ²ÎºÈàô Ð²Ø²ð Þðæºø ¾æÀ
voltee la tarjeta para continuar votando

카드를 뒤집어서 투표를 계속합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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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voting on next card
Þ²ðàôÜ²Îºø øìº²ðÎºÈ Ð²æàð¸ îàØêàôØ
CONTINUE VOTaNDO EN LA SIGUiENTE TARJETA
다음 카드에 계속해서 투표하십시오

ø³Õ³ù³ÛÇÝ ËáñÑñ¹Ç ³Ý¹³Ù

1A

Síndico del Colegio de la Comunidad
Glendale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
vartan gharpetian
Entrepreneur / Businessman
Ò»éÝ»ñ»ó / ·áñÍ³ñ³ñ
Empresario / Hombre de Negocios
기업가 / 사업가
vahe Peroomian
Glendale Community College Trustee



Ø³Ýñ ·áñÍ³ñ³ñ

101



Concejal / Ingeniero Civil
시의회 의원 / 토목 기사
rafi manoukian
CPA

Ñ³í³ëï³·ñÛ³É Ñ³ßí³å³Ñ

투
표
용
지



glendale community college district
¶ÈºÜ¸ºÚÈÆ Ð²Ø²ÚÜø²ÚÆÜ øàÈºæÆ Þðæ²Ü
distrito del colegio comunitario de glendale
glendale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For MEMBER of the BOARD OF TRUSTEES
Vote for no more than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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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endale 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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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ial ballot / glendale
general municipal election / 4-5-11

ä²ÞîàÜ²Î²Ü øìº²ÂºðÂ / ¶ÈºÜ¸ºÚÈ
ø²Ô²ø²ÚÆÜ ÀÜ¸Ð²Üàôð ÀÜîðàôÂÚàôÜÜºð / 5 ³åñÇÉÇ 2011 Ã.

Boleta Electoral Oficial / glendale
ELECCIÓN MUNICIPAL GENERAL / 4-5-11
공식 투표용지 / glendale
총지방선거 / 4-5-11

This ballot stub shall be removed and retained by the Voter
øìº²ÂºðÂÆ ²Úê ÎîðàÜÀ äºîø ¾ ÎîðìÆ ºì ä²ÐìÆ øìº²ðÎàÔÆ ÎàÔØÆò
ESTA CONTRASEÑA DEBE SER REMOVIDA Y GUARDADA POR EL ElectoR
투표용지 영수증은 떼어내어 유권자가 보관해야 합니다.
Mark your choice(s) by FILLING IN OVAL
COMPLETELY with a dark PEN ONLY.
Üß»ù Ò»ñ ÁÝïñ³Í Ã»ÏÝ³ÍáõÇÝ (Ã»ÏÝ³ÍáõÝ»ñÇÝ)` ²Ø´àÔæ²äºê
Ø¶²òÜºÈàì úì²ÈÀ
ØÆ²ÚÜ Øàô¶ ¶ðÆâàì:

Marque su elección LLENANDO EL ÓVALO
completamente con una pluma OSCURO SOLAMENTE.
선택한 해당 후보자 옆의 타원형(
)을 검정펜으로 완전히 칠하십시오.

glendale 통합 교육구

No. 12345

1B

I HAVE VOTED – HAVE YOU? - ºê øìº²ðÎºÈ ºØ – ÆêÎ ¸àô±
yo vote - ¿voto ud? - 전 투표를 하였습니다만 투표하셨습니까?

glendale unified school district
¶ÈºÜ¸ºÚÈÆ ØÆ²òÚ²È ¸äðàò²Î²Ü Þðæ²Ü
distrito escolar unificado de glendale



glendale 통합 교육구



For MEMBER of the BOARD OF EDUCATION
Vote for no more than TWO



àôêàôØÜ²Î²Ü ÊàðÐð¸Æ ²Ü¸²ØàôÂÚ²Ü Ð²Ø²ð
ºðÎàôêÆò ³í»É Ã»ÏÝ³Íáõ ÙÇ ÁÝïñ»ù

Para MIEMBRO de la JUNTA DE EDUCACIÓN
Vote por no más de DOS
교육위원회 위원 후보
두 명만 선출하시오
mary w. boger
Member, Board of Education

Ü
Ø
à
ô
견 Þ
본

ÎñÃ³Ï³Ý Ñ³ÝÓÝ³ÅáÕáíÇ ³Ý¹³Ù





Miembro, Junta de Educación
교육위원회 위원
vahik satoorian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ontador Pública Titulado
CPA (공인회계사)
todd hunt
Parent / Businessman
ÌÝáÕ / ·áñÍ³ñ³ñ
Padre / Hombre de Negocios
학부모 / 사업가
nayiri nahabedian
Member, Glendale Board of Education



Miembro, Junta Escolar Unificada de Glendale
Glendale 교육위원회 위원
daniel cabrera
Retired Teacher



Maestro Jubilado
교사(은퇴)
ingrid gunnell
Classroom Teacher



Maestra de Aula
교사
jennifer freemon
Educator / Parent



Educadora / Madre
교육가 / 학부모
ami fox
Educator





Ñ³í³ëï³·ñÛ³É Ñ³ßí³å³Ñ

투
표
용
지

¶É»Ý¹»ÉÇ áõëáõÙÝ³Ï³Ý ËáñÑñ¹Ç ³Ý¹³Ù

Âáß³Ï³éáõ áõëáõóÇã









àõëáõóÇã



¸³ëïÇ³ñ³Ï / ÌÝáÕ



¸³ëïÇ³ñ³Ï

Educadora
교육가





Turn card over to continue voting
øìº²ðÎàôÂÚàôÜÀ Þ²ðàôÜ²ÎºÈàô Ð²Ø²ð Þðæºø ¾æÀ
voltee la tarjeta para continuar votando
카드를 뒤집어서 투표를 계속합니다

201

1B

r

Glendale 4/5/11

glendale unified school district
¶ÈºÜ¸ºÚÈÆ ØÆ²òÚ²È ¸äðàò²Î²Ü Þðæ²Ü
distrito escolar unificado de glendale



Measure submitted to THE voters
øìº²ðÎàÔÜºðÆÜ ÜºðÎ²Ú²òì²Ì àðàÞàôØ
Medida presentada a los electores
유권자에게 제출된 법안
bonds /
To protect quality education at ²ðÄºÂÔÂºð
local schools, provide safe and bonos/ 공채
modern school facilities, and YES / ²Úà
qualify for matching funds, shall the
sÍ /찬성
Glendale Unified School District
NO
/ àâ
upgrade classrooms, science labs
and libraries; update computers/ NO /반대
technology; provide facilities/equipment
for career training; improve campus safety and acces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crease energy efficiency; and make
funding available for classroom instruction by issuing $270
million in bonds with legal interest rates, independent oversight,
all funds staying local, and without increasing tax rates?
ÎñÃáõÃÛ³Ý áñ³ÏÁ ï»Õ³Ï³Ý ¹åñáóÝ»ñáõÙ
å³Ñå³Ý»Éáõ« ³å³Ñáí áõ ³ñ¹Ç³Ï³Ý ¹åñáó³ß»Ýù»ñ
Ñ³ÛÃ³ÛÃ»Éáõ »õ Ñ³Ù³å³ï³ëË³ÝáÕ ·áõÙ³ñÝ»ñÇ
ëï³óÙ³Ý áñ³Ï³íáñí»Éáõ Ñ³Ù³ñ« ¶É»Ý¹»ÉÇ
ÙÇ³íáñí³Í ¹åñáó³Ï³Ý ßñç³ÝÁ å»±ïù ¿ 270
ÙÇÉÇáÝ ¹áÉ³ñÇ ³ñÅ»ÃÕÃ»ñ ÃáÕ³ñÏÇª ûñÇÝ³íáñ
ïáÏáë³¹ñáõÛùÝ»ñáí« ³ÝÏ³Ë í»ñ³ÑëÏáÕáõÃÛ³Ùµ«
·áõÙ³ñÝ»ñÇ ï»Õ³Ï³Ý µ³ßËáõÙáí »õ ³é³Ýó
Ñ³ñÏ³ÛÇÝ ¹ñáõÛùÝ»ñÇ ³í»É³óÙ³Ýª ¹³ë³ñ³ÝÝ»ñ«
É³µáñ³ïáñÇ³Ý»ñ »õ ·ñ³¹³ñ³ÝÝ»ñ µ³ñ»É³í»Éáõ«
Ñ³Ù³Ï³ñ·ÇãÝ»ñ »õ ï»ËÝáÉá·Ç³ ³ñ¹Ç³Ï³Ý³óÝ»Éáõ«
³ßË³ï³Ýù³ÛÇÝ Ù³ñ½Ù³Ý í³Ûñ»ñ áõ ë³ñù»ñ
Ñ³ÛÃ³ÛÃ»Éáõ« Ù³ëÝ³ß»Ýù»ñÇ ³Ýíï³Ý·áõÃÛáõÝÝ áõ
Ñ³ßÙ³Ý¹³Ù ³ß³Ï»ñïÝ»ñÇ ÙáõïùÁ µ³ñ»÷áË»Éáõ«
¿Ý»ñ·»ïÇÏ ³ñ¹ÛáõÝ³í»ïáõÃÛáõÝÁ Ù»Í³óÝ»Éáõ« »õ
¹³ë³í³Ý¹áõÃÛ³Ý ·áõÙ³ñÝ»ñ ïñ³Ù³¹ñ»Éáõ Ñ³Ù³ñ£
Glendale 통합교육구는 교실, 과학실 및 도서관
개량, 컴퓨터/과학기술 최신화,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장비 제공, 교내 안전 증진 및 장애 학생을 위한
출입문, 에너지 효율 증대 및 교실 수업을 위한 자금
확보 등, 지역 학교 교육의 질을 보호하고, 안전 및
학교시설 현대화, 주정부 대응보조금을 수령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 법정 한도 이율로 공채를 발행하되 독립적
감시위원회를 두어 모든 자금이 지역에 전용되도록
한다는 전제 하에 세금 인상 없이 2억7,000만달러
상당의 공채를 발행할 것인가?
Con el fin de proteger la educación de calidad en las escuelas
locales, de proporcionar instalaciones escolares seguras y
modernas, y de calificar para obtener fondos de contrapartida,
¿debería el Distrito Escolar Unificado de Glendale modernizar
los salones de clases, los laboratorios de ciencia y las bibliotecas;
actualizar las computadoras y la tecnología; proporcionar
instalaciones y equipos para la capacitación profesional;
mejorar la seguridad en los planteles escolares y el acceso a
los estudiantes con discapacidades; aumentar la eficiencia de
la energía; y poner a disposición del Distrito fondos para la
enseñanza en los salones de clases mediante la emisión de
$270 millones de dólares en bonos a una tasa de interés oficial,
con supervisión independiente; todos los fondos se gastarían
localmente, y sin aumentar las tasas de impuestos?

S




202

end of ballot
øìº²ÂºðÂÆ ìºðæÀ
fin de boleta
투표 끝
Glend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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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ING INSTRUCTIONS FOR OPTO-MARK BALLOTS
옵토 마크 (OPTO-MARK) 투표용지 사용방법
INSTRUCTIONS TO VOTERS:
To vote for any candidate whose name appears on the ballot,
completely fill in the oval
in the area to the right of the arrow
pointing from the candidate(s) of your choice with a black or dark
colored pen only!
Where two or more candidates for the same office are to be elected,
vote for all candidates for that office for whom you desire to vote,
not to exceed, however, the number of candidates who are to be
elected.
To vote for a qualified write-in candidate (a person not listed on
the ballot), write the name of the qualfied write-in candidate in the
blank space provided for that purpose under the appropriate office
heading and completely fill in the oval
in the area to the right
of the name written in. You must fill in the oval next to the name you
write in or your vote will not be counted.
To vote on any measure, completely fill in the oval
in the
area to the right of the arrow pointing from the word "YES" or from
the word "NO" with a black or dark colored pen only!
All marks except the voting mark are forbidden. All distinguishing
marks or erasures are forbidden and make the ballot void.
If you wrongly mark, tear or deface the ballot card, return it to the
precinct board member and obtain another.

유권자들을 위한 설명서:
투표용지에 이름이 인쇄되어 있는 후보자에게 기표하려면
선택한 후보자(들)의 이름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가
가리키는 타원형 -- 을 검정색이나 진한색의 펜만을
사용하여 완전히 칠하십시오!
같은 공직에 두 명 이상의 후보자를 선출할 때는
해당 공직의 후보자들 중 선출하고 싶은 모든
후보자에게 기표하되, 선출할 수 있는 인원수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유자격 기명투표 후보자(write-in candidate:
투표용지에 제시되지 않은 자)에게 기표하려면
해당 공직명 아래에 마련되어 있는 빈칸에 후보자의
이름을 기입하고 반드시 기명란 오른쪽에 있는
타원형
을 완전히 칠하십시오. 기명 후보자의 이름
옆에 있는 타원형을 칠하지 않으면 득표집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법안에 투표하려면 “찬성(YES)” 또는 “반대(NO)”의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가 가리키는 타원형
을
검정색이나 진한색의 펜만을 사용하여 완전히
칠하십시오!
투표를 위한 표시를 제외한 모든 표시들을 금합니다.
모든 식별이 가능한 표시나 지운 자국이 있는 투표용지는
허용되지 않으며 무효처리 됩니다.
투표용지에 잘못 기표하셨을 경우, 지역 선거관리위원에게

그 투표용지를 반납하시고 새 투표용지를 교부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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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ial ballot / glendale
general municipal election / 4-5-11

ä²ÞîàÜ²Î²Ü øìº²ÂºðÂ / ¶ÈºÜ¸ºÚÈ
ø²Ô²ø²ÚÆÜ ÀÜ¸Ð²Üàôð ÀÜîðàôÂÚàôÜÜºð / 5 ³åñÇÉÇ 2011 Ã.

Boleta Electoral Oficial / glendale
ELECCIÓN MUNICIPAL GENERAL / 4-5-11
공식 투표용지 / glendale
총지방선거 / 4-5-11

This ballot stub shall be removed and retained by the Voter
øìº²ÂºðÂÆ ²Úê ÎîðàÜÀ äºîø ¾ ÎîðìÆ ºì ä²ÐìÆ øìº²ðÎàÔÆ ÎàÔØÆò
ESTA CONTRASEÑA DEBE SER REMOVIDA Y GUARDADA POR EL ElectoR
투표용지 영수증은 떼어내어 유권자가 보관해야 합니다.
Mark your choice(s) by FILLING IN OVAL
COMPLETELY with a dark PEN ONLY.
Üß»ù Ò»ñ ÁÝïñ³Í Ã»ÏÝ³ÍáõÇÝ (Ã»ÏÝ³ÍáõÝ»ñÇÝ)` ²Ø´àÔæ²äºê
Ø¶²òÜºÈàì úì²ÈÀ
ØÆ²ÚÜ Øàô¶ ¶ðÆâàì:

Marque su elección LLENANDO EL ÓVALO
completamente con una pluma OSCURO SOLAMENTE.
선택한 해당 후보자 옆의 타원형(
)을 검정펜으로 완전히 칠하십시오.

1A

No. 12345

I HAVE VOTED – HAVE YOU? - ºê øìº²ðÎºÈ ºØ – ÆêÎ ¸àô±
yo vote - ¿voto ud? - 전 투표를 하였습니다만 투표하셨습니까?



glendale
For MEMBER of the CITY COUNCIL
Vote for no more than TWO
ø²Ô²ø²ÚÆÜ ÊàðÐð¸Æ ²Ü¸²ØàôÂÚ²Ü Ð²Ø²ð
ºðÎàôêÆò ³í»É Ã»ÏÝ³Íáõ ÙÇ ÁÝïñ»ù
Para MIEMBRO del CONSEJO MUNICIPAL
Vote por no más de DOS
시의회 의원 후보
두 명만 선출하시오
dave weaver
Councilman / Civil Engineer
ËáñÑñ¹³Ï³Ý / ÆÝÅ»Ý»ñ






Ðà¶²´²ðÒàôÜºðÆ ÊàðÐð¸Æ ²Ü¸²ØàôÂÚ²Ü Ð²Ø²ð
ºðÎàôêÆò ³í»É Ã»ÏÝ³Íáõ ÙÇ ÁÝïñ»ù

Para MIEMBRO de la JUNTA DE SÍNDICOS
Vote por no más de DOS
이사회 이사 후보
두 명만 선출하시오
tony tartaglia
Glendale Community College Trustee
¶É»Ý¹»ÛÉÇ Ñ³Ù³ÛÝù³ÛÇÝ ùáÉ»çÇ Ñá·³µ³ñÓáõ









Contador Pública Titulado
CPA (공인회계사)
garen mailyan
Security Officer



Oficial de Seguridad
보안원
mike mohill
Retired Business Man






Commerciante Jubilado
사업가(은퇴)
chahe keuroghelian
Small Business Owner





Dueño de Pequeño Negocio
소규모 사업주
john drayman
City Council Member







²Ýíï³Ý·áõÃÛ³Ý ³ßË³ïáÕ

Âáß³Ï³éáõ ·áñÍ³ñ³ñ



Síndico del Colegio de la Comunidad
Glendale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



¶É»Ý¹»ÛÉÇ Ñ³Ù³ÛÝù³ÛÇÝ ùáÉ»çÇ Ñá·³µ³ñÓáõ



Miembro del Consejo Municipal
시의회 의원

r



Turn card over to continue voting

øìº²ðÎàôÂÚàôÜÀ Þ²ðàôÜ²ÎºÈàô Ð²Ø²ð Þðæºø ¾æÀ
voltee la tarjeta para continuar votando

카드를 뒤집어서 투표를 계속합니다

r

Glendale 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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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voting on next card
Þ²ðàôÜ²Îºø øìº²ðÎºÈ Ð²æàð¸ îàØêàôØ
CONTINUE VOTaNDO EN LA SIGUiENTE TARJETA
다음 카드에 계속해서 투표하십시오

ø³Õ³ù³ÛÇÝ ËáñÑñ¹Ç ³Ý¹³Ù

1A

Síndico del Colegio de la Comunidad
Glendale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
vartan gharpetian
Entrepreneur / Businessman
Ò»éÝ»ñ»ó / ·áñÍ³ñ³ñ
Empresario / Hombre de Negocios
기업가 / 사업가
vahe Peroomian
Glendale Community College Trustee



Ø³Ýñ ·áñÍ³ñ³ñ

101



Concejal / Ingeniero Civil
시의회 의원 / 토목 기사
rafi manoukian
CPA

Ñ³í³ëï³·ñÛ³É Ñ³ßí³å³Ñ

투
표
용
지



glendale community college district
¶ÈºÜ¸ºÚÈÆ Ð²Ø²ÚÜø²ÚÆÜ øàÈºæÆ Þðæ²Ü
distrito del colegio comunitario de glendale
glendale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For MEMBER of the BOARD OF TRUSTEES
Vote for no more than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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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ial ballot / glendale
general municipal election / 4-5-11

ä²ÞîàÜ²Î²Ü øìº²ÂºðÂ / ¶ÈºÜ¸ºÚÈ
ø²Ô²ø²ÚÆÜ ÀÜ¸Ð²Üàôð ÀÜîðàôÂÚàôÜÜºð / 5 ³åñÇÉÇ 2011 Ã.

Boleta Electoral Oficial / glendale
ELECCIÓN MUNICIPAL GENERAL / 4-5-11
공식 투표용지 / glendale
총지방선거 / 4-5-11

This ballot stub shall be removed and retained by the Voter
øìº²ÂºðÂÆ ²Úê ÎîðàÜÀ äºîø ¾ ÎîðìÆ ºì ä²ÐìÆ øìº²ðÎàÔÆ ÎàÔØÆò
ESTA CONTRASEÑA DEBE SER REMOVIDA Y GUARDADA POR EL ElectoR
투표용지 영수증은 떼어내어 유권자가 보관해야 합니다.
Mark your choice(s) by FILLING IN OVAL
COMPLETELY with a dark PEN ONLY.
Üß»ù Ò»ñ ÁÝïñ³Í Ã»ÏÝ³ÍáõÇÝ (Ã»ÏÝ³ÍáõÝ»ñÇÝ)` ²Ø´àÔæ²äºê
Ø¶²òÜºÈàì úì²ÈÀ
ØÆ²ÚÜ Øàô¶ ¶ðÆâàì:

Marque su elección LLENANDO EL ÓVALO
completamente con una pluma OSCURO SOLAMENTE.
선택한 해당 후보자 옆의 타원형(
)을 검정펜으로 완전히 칠하십시오.

glendale 통합 교육구

No. 12345

1B

I HAVE VOTED – HAVE YOU? - ºê øìº²ðÎºÈ ºØ – ÆêÎ ¸àô±
yo vote - ¿voto ud? - 전 투표를 하였습니다만 투표하셨습니까?

glendale unified school district
¶ÈºÜ¸ºÚÈÆ ØÆ²òÚ²È ¸äðàò²Î²Ü Þðæ²Ü
distrito escolar unificado de glendale



glendale 통합 교육구



For MEMBER of the BOARD OF EDUCATION
Vote for no more than TWO



àôêàôØÜ²Î²Ü ÊàðÐð¸Æ ²Ü¸²ØàôÂÚ²Ü Ð²Ø²ð
ºðÎàôêÆò ³í»É Ã»ÏÝ³Íáõ ÙÇ ÁÝïñ»ù

Para MIEMBRO de la JUNTA DE EDUCACIÓN
Vote por no más de DOS
교육위원회 위원 후보
두 명만 선출하시오
mary w. boger
Member, Board of Education

Ü
Ø
à
ô
견 Þ
본

ÎñÃ³Ï³Ý Ñ³ÝÓÝ³ÅáÕáíÇ ³Ý¹³Ù





Miembro, Junta de Educación
교육위원회 위원
vahik satoorian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ontador Pública Titulado
CPA (공인회계사)
todd hunt
Parent / Businessman
ÌÝáÕ / ·áñÍ³ñ³ñ
Padre / Hombre de Negocios
학부모 / 사업가
nayiri nahabedian
Member, Glendale Board of Education



Miembro, Junta Escolar Unificada de Glendale
Glendale 교육위원회 위원
daniel cabrera
Retired Teacher



Maestro Jubilado
교사(은퇴)
ingrid gunnell
Classroom Teacher



Maestra de Aula
교사
jennifer freemon
Educator / Parent



Educadora / Madre
교육가 / 학부모
ami fox
Educator





Ñ³í³ëï³·ñÛ³É Ñ³ßí³å³Ñ

투
표
용
지

¶É»Ý¹»ÉÇ áõëáõÙÝ³Ï³Ý ËáñÑñ¹Ç ³Ý¹³Ù

Âáß³Ï³éáõ áõëáõóÇã









àõëáõóÇã



¸³ëïÇ³ñ³Ï / ÌÝáÕ



¸³ëïÇ³ñ³Ï

Educadora
교육가





Turn card over to continue voting
øìº²ðÎàôÂÚàôÜÀ Þ²ðàôÜ²ÎºÈàô Ð²Ø²ð Þðæºø ¾æÀ
voltee la tarjeta para continuar votando
카드를 뒤집어서 투표를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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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endale unified school district
¶ÈºÜ¸ºÚÈÆ ØÆ²òÚ²È ¸äðàò²Î²Ü Þðæ²Ü
distrito escolar unificado de glendale



Measure submitted to THE voters
øìº²ðÎàÔÜºðÆÜ ÜºðÎ²Ú²òì²Ì àðàÞàôØ
Medida presentada a los electores
유권자에게 제출된 법안
bonds /
To protect quality education at ²ðÄºÂÔÂºð
local schools, provide safe and bonos/ 공채
modern school facilities, and YES / ²Úà
qualify for matching funds, shall the
sÍ /찬성
Glendale Unified School District
NO
/ àâ
upgrade classrooms, science labs
and libraries; update computers/ NO /반대
technology; provide facilities/equipment
for career training; improve campus safety and acces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crease energy efficiency; and make
funding available for classroom instruction by issuing $270
million in bonds with legal interest rates, independent oversight,
all funds staying local, and without increasing tax rates?
ÎñÃáõÃÛ³Ý áñ³ÏÁ ï»Õ³Ï³Ý ¹åñáóÝ»ñáõÙ
å³Ñå³Ý»Éáõ« ³å³Ñáí áõ ³ñ¹Ç³Ï³Ý ¹åñáó³ß»Ýù»ñ
Ñ³ÛÃ³ÛÃ»Éáõ »õ Ñ³Ù³å³ï³ëË³ÝáÕ ·áõÙ³ñÝ»ñÇ
ëï³óÙ³Ý áñ³Ï³íáñí»Éáõ Ñ³Ù³ñ« ¶É»Ý¹»ÉÇ
ÙÇ³íáñí³Í ¹åñáó³Ï³Ý ßñç³ÝÁ å»±ïù ¿ 270
ÙÇÉÇáÝ ¹áÉ³ñÇ ³ñÅ»ÃÕÃ»ñ ÃáÕ³ñÏÇª ûñÇÝ³íáñ
ïáÏáë³¹ñáõÛùÝ»ñáí« ³ÝÏ³Ë í»ñ³ÑëÏáÕáõÃÛ³Ùµ«
·áõÙ³ñÝ»ñÇ ï»Õ³Ï³Ý µ³ßËáõÙáí »õ ³é³Ýó
Ñ³ñÏ³ÛÇÝ ¹ñáõÛùÝ»ñÇ ³í»É³óÙ³Ýª ¹³ë³ñ³ÝÝ»ñ«
É³µáñ³ïáñÇ³Ý»ñ »õ ·ñ³¹³ñ³ÝÝ»ñ µ³ñ»É³í»Éáõ«
Ñ³Ù³Ï³ñ·ÇãÝ»ñ »õ ï»ËÝáÉá·Ç³ ³ñ¹Ç³Ï³Ý³óÝ»Éáõ«
³ßË³ï³Ýù³ÛÇÝ Ù³ñ½Ù³Ý í³Ûñ»ñ áõ ë³ñù»ñ
Ñ³ÛÃ³ÛÃ»Éáõ« Ù³ëÝ³ß»Ýù»ñÇ ³Ýíï³Ý·áõÃÛáõÝÝ áõ
Ñ³ßÙ³Ý¹³Ù ³ß³Ï»ñïÝ»ñÇ ÙáõïùÁ µ³ñ»÷áË»Éáõ«
¿Ý»ñ·»ïÇÏ ³ñ¹ÛáõÝ³í»ïáõÃÛáõÝÁ Ù»Í³óÝ»Éáõ« »õ
¹³ë³í³Ý¹áõÃÛ³Ý ·áõÙ³ñÝ»ñ ïñ³Ù³¹ñ»Éáõ Ñ³Ù³ñ£
Glendale 통합교육구는 교실, 과학실 및 도서관
개량, 컴퓨터/과학기술 최신화,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장비 제공, 교내 안전 증진 및 장애 학생을 위한
출입문, 에너지 효율 증대 및 교실 수업을 위한 자금
확보 등, 지역 학교 교육의 질을 보호하고, 안전 및
학교시설 현대화, 주정부 대응보조금을 수령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 법정 한도 이율로 공채를 발행하되 독립적
감시위원회를 두어 모든 자금이 지역에 전용되도록
한다는 전제 하에 세금 인상 없이 2억7,000만달러
상당의 공채를 발행할 것인가?
Con el fin de proteger la educación de calidad en las escuelas
locales, de proporcionar instalaciones escolares seguras y
modernas, y de calificar para obtener fondos de contrapartida,
¿debería el Distrito Escolar Unificado de Glendale modernizar
los salones de clases, los laboratorios de ciencia y las bibliotecas;
actualizar las computadoras y la tecnología; proporcionar
instalaciones y equipos para la capacitación profesional;
mejorar la seguridad en los planteles escolares y el acceso a
los estudiantes con discapacidades; aumentar la eficiencia de
la energía; y poner a disposición del Distrito fondos para la
enseñanza en los salones de clases mediante la emisión de
$270 millones de dólares en bonos a una tasa de interés oficial,
con supervisión independiente; todos los fondos se gastarían
localmente, y sin aumentar las tasas de impuesto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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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of ballot
øìº²ÂºðÂÆ ìºðæÀ
fin de boleta
투표 끝
Glend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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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안내서
이어지는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실려있습니다.

후보 성명서
팜플렛에 실린 각 후보의 성명서는 해당 후보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성명서를 제출
할 수 있는 기회는 모든 후보들에게 주어졌으나, 성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가 있을 수도 있
습니다. 완전한 후보자 명단은 이 팜플렛의 투표용지 견본 페이지에 있습니다.

“영구 부재 투표자” 신청을 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선거법 제 3201조에 의거하여…
어떤 유권자라도 영구 부재 투표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구 부재 투표자는 본인이 투표할 자격이 있는 향후 실시되는 모
든 선거에 대한 부재자 투표용지를 자동적으로 받게 됩니다.
또한 영구 부재 투표자는 더 이상 투표용지 견본 책자의 뒷면이나 그 어떤 후보나 위원회가 배부하는 비슷한 우편/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선거법 제 3206조에 의거하여…
영구 부재 투표자 명단에 있는 유권자는 그 명단에 이름이 남게 되며 관할 선거구에서 실시되는 각 선거에 대한 우편 투표용지
가 발송될 것입니다. 해당 유권자가 주 전역에서 실시되는 총선거에 2회 연속 기표한 부재자 투표용지를 반송하지 않을 경우,
영구 부재 투표자 명단에서 그 유권자의 이름은 삭제 됩니다.
영구 부재 투표자 신분 신청서를 신청하시려면 아래로 연락하십시오.
LOS ANGELES COUNTY ELECTION DEPARTMENT
		
전화신청:
562-466-1323
		
서면신청:
REGISTRAR-RECORDER/COUNTY CLERK
				
P.O. BOX 30450, LOS ANGELES, CA 90030-0450.

귀하의 투표소를 찾아 보시려면:
“Find your Polling Place &
Preview Sample Ballot”를 클릭하시고
지시사항을 따르십시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유권자들을 위한 일반 정보
http://lavot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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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원 후보

시의회 의원 후보

DAVE WEAVER
연령:
71세
직업:
Glendale 시의회 의원

GAREN MAILYAN
연령:
38세
직업:
보안원

저의 시의회 의원 임기 동안 구릉지대 보호, 경찰 및 소방 서비스 개선,
기반 시설 개량 및 도심 개발 진전 등 중요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시가 예산과 관련된 중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세입은 계속 감소하고, 줄이기 힘든 비용의 지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정부 재정 위기는 예산 균형을 유지하려는 Glendale의
노력에 더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예산 관련
분야에서 일해 온 만큼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연금 혜택 축소, 건강보험의 시 부담 비용 감축, 직원 급여 삭감 등
Glendale의 재정 건정성 유지를 위한 어려운 결정들을 지지했습니다.
모두가 시의 장기적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우리 시가 직면한 새로운 과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뢰와 정직 그리고 Glendale의 역사에 관한 지식이 제 자산입니다.
저는 항상 양심에 따라 우리 커뮤니티에 최상의 이익을 가져올 방향으로
제게 주어진 표를 행사합니다.
평생 Glendale의 주민으로 살아온 저, "Weaver를 믿고 맡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Glendale은 미국의 많은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인종적 승계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종종 고통과 감정적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우리 시는 백인 사회와 아르메니아 이민자 사회 간에 인종적 및
문화적 분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공통의 가치, 즉 예수
그리수도의 은총을 기반으로 상호 관용과 화해를 실천해야 합니다. 저는
시의회에서 일하는 동안 화해의 만남을 정기적으로 마련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형편 없는 운전 습관을 가졌고 파벌 만들기를 좋아하는
기만적인 무뢰배 또는 가족보다 애완동물과 함께 사는 것을 더 좋아하는
시기심 많은 인종주의자로 여기고 있다면, 하루 빨리 대화의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별처럼 백인과 아르메니아계 미국인의 관계를 해치는 것은 없습니다.
아르메니아계 경찰관 9명 중 5명이 조직적인 반아르메니아계 차별
때문에 Glendale 경찰국을 고소한 상황입니다. 이는 철저히 조사할
사안입니다. 은폐가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를 비롯한
주요 사안을 조사할 독립된 경찰 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토착민과 이민자 모두 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CSUN
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토착민 및 이민자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는 저에게 지지를 보내 주십시오. Glendale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서명/ Garen Mailyan

/서명/ Dave Weaver

시의회 의원 후보
JOHN DRAYMAN
연령:
52세
직업:
시의회 의원

4년 전 저는 역사적인 선거에서 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선거 캠프는 50개 선거구 중 30곳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제가 시의회 의원으로 일하기 시작할 당시 이 지역은 주택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섰고, 디자인 검토(Design Review) 절차는 난해하고
혼란스러웠으며, 한부모 가정을 이간질로 암암리에 따돌리는 현상이
만연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 덕분에 저는 우리 시에 필요한 변화를
곧바로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자인 검토 및 재소 절차(Appeal Process) 전면 개편
디자인 검토 회의 시간을 저녁으로 변경
지역 항소 위원회(Board of Zoning Appeals) 폐지
시 이사회 및 위원회 면담 절차 전면 개편
네온미술관(MONA, Museum of Neon Art)을 Glendale로 이전
Glendale 커뮤니티 가든 프로그램 신설
Glendale의 새로운 예술오락지구(Art & Entertainment District) 후원
록헤이븐 요양원 유적(Historic Rockhaven Sanitarium) 보존
Chevy Chase 도서관 유지 운동 주도
주거 지역에서 기지국을 이전하려는 시의회 활동 주도
Glendale은 신랄한 비관주의를 극복할 지도력을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도와주신다면 저는 Glendale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긍정적이고 혁신적인 길을 걷는 동시에, 이 지역의 안정을 대변하는
강력한 목소리로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
/서명/ John Drayman

K
O
R
E
A
N
•
한
국
어

Glendale / 39

GlendaleEngSpaKorArm0411.indd 39

2/28/2011 7:14:26 PM

교육위원회 위원 후보
GLENDALE 통합 교육구

교육위원회 위원 후보
GLENDALE 통합 교육구

MARY W. BOGER
연령:
65세
직업:
학교 이사회 이사

TODD HUNT
연령:
47세
직업:
부모/사업가

지금처럼 우리 교육구가 큰 재정적 불확실성에 봉착하고 학교 이사회의
경험과 비전이 절실히 요구되던 시기는 없었습니다.

저는 Glendale에서 나고 자랐으며 이곳에서 유치원과 초중등교육을 받고
1981년에 Hoover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1985년에 캘리포니아주
대학교 어바인캠퍼스(UC Irvine)에서 정치학 학사를 취득했습니다. 25
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 및 관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의 경영 부사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또 커뮤니티의 여러
기관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교육구의 기금은 약 20% 감소했습니다. 학급 규모
축소를 포기하고 교사를 해고하고 수업 일수를 단축한 이웃 교육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교육 현장에 이러한 상처를 남기지 않고자 용기와
지혜 그리고 해법을 제시해 온 학교 이사회의 일원으로 봉사했던 경험은
저에게 특권이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우리 지역의 API는 100점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외국어
아카데미(Foreign Language Academies)와 마그넷(Magnet) 프로그램을
통해 진학률 감소 문제가 풀리고 있으며, 직업 및 기술 학교들은 모든
학생이 성공적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는 30년 이상 Glendale에 거주하면서 Glendale 학부모 교사 연합회의
전 회장으로 활동했으며 NCL, 라스칸델라스(Las Candelas), PEO 및
Glendale 헬씨 키즈(Healthy Kids)에서 자원봉사를 수행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구에 소속된 학생의 어머니 겸 할머니이기도 합니다.
뛰어난 학업 성취도 달성, 소규모 학급 운영 및 교직원의 일자리 보장이
저의 변함 없는 최우선 목표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구를 꾸준한 성공의
길로 안내할 경험, 헌신 및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지표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는 Glendale에서 4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큰아들과
큰딸은 Crescenta Valley를 졸업했고 작은 아들과 작은 딸 또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저희가 우리 커뮤니티와 Glendale의 학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은 당연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재정 위기 한가운데에 있는 우리 교육구는 전례
없는 도전을 맞고 있습니다. 교육구의 안정적인 재정과 학업 성취도라는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력이 우리의 학교 이사회에
필요합니다.
부모이자 사업가인 저는 소규모 학급 유지, 새로운 교육 기법 도입,
교육구 전체의 소통 개선, 학생 안전 보장 등 교육구의 정책 시행에
반드시 필요한 열정과 경험 그리고 검증된 지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4월 5일에 여러분의 한 표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서명/ Todd Hunt

/서명/ Mary W. Bo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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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YIRI NAHABEDIAN
연령:
41세
직업:
Glendale 교육 위원회 위원, CSULA 교수

DAN CABRERA
연령:
65세
직업:
교사(은퇴)

여러분의 교육위원회 대표자로서 저는 학교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
소규모 학급을 유지하며 우수한 교육 수준을 보장하고 각 학생을
배움과 성공으로 이끌 기회를 지켜나가기 위해 강력한 목소리를 드러내
왔습니다.

저와 제 아내 Judy는 30년 이상 Glendale에 거주해 왔습니다.
Glendale 학교 이사회의 임원으로 봉사한 경험은 Glendale에서 보낸
인생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저희 두 아들은 R.D. White 초등학교,
Wilson 중학교및 Glendale고등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저는 Glendale
고등학교에서 학부모 교사 연합회(PTA) 회장을 지냈고 8년간 영어를
가르친 후 작년에 퇴임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특히 California 주에 사상 최악의 재정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저는 커뮤니티, 학부모 및 교사와 함께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
건설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왔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은 덕분에 교사의
해고를 막고, 따돌림 행위를 줄이고, Glendale 시정부와 협력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했으며, 학생에게 최상의 교육을 계속 제공하는 등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저는 Glendale의 어린이 교육이 우리 커뮤니티의 장기적 성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여깁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명확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우수한 학교 시스템을 유지한다면, 이들이 성장하여 우리 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견고한 재산 가치를 구축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각종 수상 및 포상, 기업과 커뮤니티의 지원, 훌륭한 PTA 등 Glendale
지역 학교를 위한 성원과 지원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아직도 힘든 시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충하는 이해 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의 입장을 대변할 강력하며 경험이 풍부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저는 스탠퍼드대학교(Stanford University)에서 MBA를 취득했고
글랜데일을 거점으로 한 기업을 20년간 경영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제가 우리 교육구의 향후 재정과 관련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Glendale의 학생에게 안전한 학교, 엄격하고 적절한 교육과정 및
최상의 21세기식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대변자 역할을 계속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지지를 기원하겠습니다. 힘을 모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Glendale의 공립학교가 우리 어린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교육을 계속
제공하고 학부모의 높은 기대를 충족하는 데 제가 일조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www.VoteNayiri.com

/서명/ Dan Cabrera

/서명/ Nayiri Nahabe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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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RID GUNNELL
연령:
36세
직업:
학교 교사

JENNIFER FREEMON
연령:
35세
직업:
교육자/학부모

Glendale에서 나고 자란 저는 공립학교에서 유치원과 초중등과정을
마쳤습니다. Illinois 주 Bradley대학교에서 초등교육 학사를, Pasadena
의 Pacific Oaks 칼리지에서 인간 개발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기도 했고 Idaho 주에서 대체교사로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LAUSD)로 온 뒤에는 13년간 교단에 서
왔습니다. 제게는 Glendale의 학교를 다니는 아들과 내년에 유치원에
들어갈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공채 발행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현장의 자격 있는
교사와 소규모 학급을 지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채권 형태로 새로
부과될 세금은 교사 확보와 소규모 학급 운영에 쓰이지 않을 것입니다.
신규 공채 발행에 반대하는 유일한 후보인 저는 소규모 학급과 자격
있는 교사 유지를 위해 계속 싸울 것입니다.

학교 이사회 임원으로 선출된다면 학부모, 커뮤니티 구성원 및 직원들과
협력하면서 교육구 예산 및 채권 금액에 대한 유권자의 권리를 지킬
것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학업 성취 위주로 집행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재원 할당의 투명성 및 감독을 보장함으로써 이를 실현하겠습니다.
일하는 어머니인 저는 등교일에 아이의 교육에 참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Glendale 통합교육구 교육위원회의
위원이 된다면 우리의 학부모와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더욱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교육구의 정책 및 결정 참여를 장려하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학교를 위한 적절한 기금을 확보하고자 싸울 공공
교육의 열정적 지지자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최대의 재원을 교실에
투자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그 투자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게 할 책임이
학교 이사회에 있다고 믿습니다.
훈련 받은 숙련된 교사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부모인 저는 후보 중
가장 적임자입니다. 신중한 재정 관리와 지출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학습 현장에 투자함으로써 소규모 학급 및 자격 있는 교사를 유지하고
학업 성취도를 계속 향상시켜야 합니다. 강력하게 재정을 감독하고
책임감을 발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학교 이사회에서 우리 Glendale의 학교를 최고로 지키기 위해 싸울
기회가 주어지길 희망합니다.
탁월한 자격을 갖춘 Jennifer Freemon에 지지표를 던져 주십시오.

Ingrid Gunnell에게 보내주신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서명/ Jennifer Freemon
/서명/ Ingrid Gunn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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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Y TARTAGLIA
연령:
46세
직업:
Glendale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

VARTAN GHARPETIAN
연령:
49세
직업:
기업가

지난 4년 동안 여러분의 이사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데
감사드립니다.
지난 임기 동안 우리는 Glendale 커뮤니티 칼리지 최초의 실질적 예비
재정 정책(5%)을 시행했고, 이사회 회의 TV방영을 개시했으며, Verdugo
Power 아카데미의 설립을 지원했습니다. Verdugo Power 아카데미는
3개 학급에서 졸업생을 배출하여 80%가 넘는 취업률을 기록했고 100
만 달러 이상의 귀중한 수익을 칼리지에 안겨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거둔 최고의 수확 중 하나는 Dawn Lindsay박사를
교육감 겸 학장으로 초빙한 일입니다.
그러나 처리할 과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Garfield 캠퍼스의 새로운
시설을 완공하여 인가를 유지하고, 캘리포니아주의 재정난에 따라
수년간 이어져 온 예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4년 전에도 말씀드렸듯 저는 교육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을
Glendale 커뮤니티 칼리지의 뛰어난 관리자, 교수진 및 자격을 갖춘
직원들의 손에 맡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사로서 저는 새로운 칼리지 재원을 마련하고 우수한 학업
환경을 유지하며, 책임감과 상식에 기초한 의사 결정 풍토를 조성할
것입니다.

오랜 기간 Glendale에 거주해온 저는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적극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Glendale의 부동산 중개 전문회사의 CEO
로 재직 중입니다. 지난 4년간 Glendale시 디자인 검토 위원회 의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또 D&M 교육재단 부회장, Glendale 재림교회
의료센터 설립위원(Foundation Board Member of Glendale Adventist
Medical Center) 및 지역 학부모 교사 연합회(PTA) 회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Marin 칼리지를 다녔으며 Concord 칼리지를 졸업했습니다.
저의 취미는 축구, 청소년 축구팀 지도, 미술관 관람, 신문 읽기이며
무엇보다 가족과 시간 보내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사기업에서 25년간 경력을 쌓은 저는 직원 수 80명 이상인 큰 기업 여러
곳에서 책임자로 일하면서 전문 영역에 국한되지 않은 의사 결정권자로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Glendale시에 대한 저의 열정과 지식을 이사회에 반영하여 Glendale
커뮤니티 칼리지를 우리 시 최대 자산 중 하나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지표를 영광으로 여기겠습니다.
/서명/ Vartan Gharpetian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이사로서 봉사할 영광이 주어지기를 기원합니다.
2011년 4월 5일에 여러분의 귀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서명/ Tony Tartaglia

이사회 이사 후보
GLENDALE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VAHE PEROOMIAN 박사
연령:
46세
직업:
연구 과학자/교육자
Peroomian 박사는 Glendale에 거주한 32년 중 26년을 교육 분야에
바쳤습니다. 그는 UCLA에서 물리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현재 NASA
와 NSF의 지원을 받아 연구 중인 과학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열정을 학생 교육에 바쳤고, 6년간 Glendale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칼리지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는 대규모 학교 건축에 대한 귀중한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Garfield
캠퍼스 건축 특별위원회의 공동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이 캠퍼스는
LEED Green Building 표준에 따라 설계되었습니다.
이사회 의장으로서 그는 동료 이사들과 함께 현 교육감 겸 학장 선임 및 우리
시의 직업 협동 교육을 대표하는 Verdugo Power 아카데미 설립 추진에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가 의장으로 일하는 동안 Glendale
커뮤니티 칼리지는 California 주의 칼리지 중 유일하게 Leadership &
Governance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는 학생의 졸업률/편입률 향상, 교과서 비용 감축, 커뮤니티 기관 제휴
및 온라인 교육을 지지합니다.
GCC가 앞으로도 성공을 누리기 위해서는 Peroomian 박사에게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4월 5일, Vahe Peroomian 박사를 Glendale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에
재선출해 주십시오.
/서명/ Dr. Vahe Peroom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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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__호 관련 세율 설명서

필요와 기타 요인을 반영하여 교육구가 수시 결정할
것입니다. 공채 판매 시 실제 금리는 각 공채 판매 당시의
공채 시장 상황을 반영할 것입니다. 향후 실제 과세
평가액은 카운티 사정관이 연례 감정평가 및 과세 사정
평준화 과정에서 결정한 교육구 내 과세 대상 재산 및
가치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세율 설명서
발의 금액:
$270,000,000
Glendale 통합 교육구
일반보증공채
본 법안이 설명하는 것처럼 학교 시설 자금 조달을 위해
최대 2억 7천만 달러의 공채 판매 승인(이하 "2011 공채
승인") 선거가 2011년 4월 5일, Glendale 통합교육구
(이하 "교육구")에서 실시될 것입니다. 본 공채를 승인
및 판매할 경우 공채에 대한 원리금은 교육구 내 과세
대상 재산에 부과된 세금 수입을 통해서만 지불됩니다.
다음 정보는 California 주 선거법 제9400-9404조에
따라 제공됩니다. 본 정보는 현재 공식 출처를 통해 산출
가능한 추산 금액, 교육구의 경험 및 기타 입증 가능한
요소를 근거로 합니다.

교육감
Glendale 통합 교육구

다음 정보는 위 요소 및 교육구 예상 과세 평가액을
바탕으로 제공됩니다.
1. 교육구의 미결제 일반보증공채를 반영한 2011
공채 승인 관련 세율 책정에서 2009-2010년도
세율(과세 평가액 10만 달러당 46.03달러)의
향후 인상분은 제외되었습니다.
2. 1차 공채 판매 후 첫 회계연도에 공채 발행
재원으로 과세 대상 자산에 부과될 추정 세율은
2012-2013 회계연도 과세 평가액 10만 달러당
6.58달러입니다(예상 과세 평가액 기준).
3. 마지막 공채 판매 후 첫 회계연도에 공채 발행
재원으로 과세 대상 자산에 부과될 추정 세율은
2021-2022 회계연도 과세 평가액 10만 달러당
14.94달러입니다(예상 과세 평가액 기준).
4. 공채 발행 재원으로 과세 대상 자산에 부과될
최대 추정 세율은 2029-2030 회계연도 과세
평가액 10만 달러당 46.03달러입니다(예상
과세 평가액 기준).
유권자께서는 세율 추정 근거가 자산의 시장 가치가
아닌 카운티의 공식 과세 대장에 기록된 과세 대상
자산에 대한 평가 가치임을 유념해 주십시오. 또 재산세
면제 자격(예: 주택 소유자 면제)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위에 설명한 것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할 것입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재산세 고지서 및 과세 담당자를 통해
소유 부동산의 감정가 및 세금 공제 적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께서는 위 정보가 예측 및 추정에 의한 것이며
교육구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는 사실에 유의해 주십시오.
실제 세율 및 과세 연도는 공채 판매 시기의 가치 평가
변동과 판매 규모, 판매 당시 시장 이자율, 공채 상환
기간의 실제 가치 평가에 따라 현재 추정치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채의 판매 시기 및 규모는 공사 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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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S에 대한 공정 분석

법안 S에 대한 찬성론

법안 S가 승인될 경우 Glendale 통합교육구(이하
"교육구")의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억 7천만 달러
한도 내에서 일반보증공채를 발행할 수 있다.
공채 판매로 조성한 기금은 법안에 지정된 용도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 여기에는 개보수 공사(지붕, 전기,
상하수도, 가스, 배수, 조명, 환기, 난방/배관 시스템, 보도,
담장, 보안, 긴급 통신, 소방안전 및 에너지 효율 시스템
등), 교실/과학실/컴퓨터실/도서관/학습 장비/다용도실/
카페테리어/주방 및 기타 학생 지원 시설 개보수 및 건축,
장애인 시설 이용 개선, 위험 물질 제거, 기술 및 통신 설비
개선이 포함되며, 또한 College View 학교를 개선하여
특수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야외 활동
시설, 용지 및 보호를 지원하고 승하차 구역, 주차 구역
및 교통 노선을 개선하며 교실 내 학습 및 프로그램 지원
기금 확보를 위해 재원을 보충하고 기존 부채를 상환하는
것도 포함된다. 교사나 행정관의 급여 또는 기타 학교
운영비로 전용할 수 없다.
본 법안이 지정하는 용도로 공채 판매 수익금을 지출하도록
독립된 실적 및 재무 감사를 매년 실시한다. 위원회가
선거 결과 시행에 들어가면 60일 이내에 교육법 제15278,
15280 및 15282항에 의거한 독립시민감독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회는 공채 수익 예치 계좌를 개설하고
매년 공채 수익, 지출 그리고 법안에 근거하여 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될 프로젝트의 상황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한다.
본 공채는 법률에 의거하여 발행된다. 본 법안에 따른
공채 기금 조성에 필요한 평균 세율은 1997년의 법안
K 세율과 합산되며, 본 법안에 따른 세율 설명서 제출
시점의 추정 과세 평가액을 기준으로 추정한 최대 합산
세율은 2009-2010 회계연도의 세율 또는 과세 평가액
10만 달러당 46.03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 법안은 투표자의 오십오퍼센트(55%)가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서명/ 카운티 법무관 Andrea Sheridan Ordin

Glendale 통합교육구
법안 S를 지지함으로써 우리 Glendale 및 Crescenta
Valley의 관내 학교가 양질의 교육을 유지하도록 지방
기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안 S에 따른 세율 인상은 없을 것입니다. 이미 납부
중인 세율의 적용 기간만 연장될 뿐입니다.
모든 기금은 우리 자녀를 위해 우리 지역 학교에 투자될
것입니다.
이 기금은 주정부가 1센트도 전용할 수 없습니다.
Glendale 관내 학교는 California 주 최고 수준이며, 전국
상위 10%에 속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우수한 학교를
보유함으로써 주택 구입자를 우리 커뮤니티로 끌어들일
뿐 아니라 우리의 재산 가치도 지킬 수 있습니다.
13년 전, 74%가 넘는 우리 지역 유권자들이 법안 K를
승인하여 학교 개선을 위한 기금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예정보다 6년 앞서 완료되었으며 1억 8천만
달러에 달하는 주 매칭펀드를 차입하고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절약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법안 K는 지금도
끝나지 않은 여러 과제 해결의 첫 단계에 필요한 기금만
조성했을 뿐입니다.
법안 S는 다음과 같은 후속 개선 단계를 완수하기 위한
지역 기금을 마련할 것입니다.
•
•
•
•
•
•

교실의 컴퓨터 및 장비 최신 버전 업그레이드
경력 및 기술 교육을 위한 시설과 설비 제공
장애 학생의 학교 시설 이용 개선
현대식 과학실 제공
캠퍼스 보안 및 안전 개선
에너지 효율 향상(공과금 절감 및 친환경 장려 기금
확보)

중요한 점은 법안 S를 통해 핵심 교과 프로그램를
보호하고 우수 교사를 보유하며 소규모 학급을 유지하는
데 사용할 수백만 달러의 지역 기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과 같이 납세자를 보호하고 재정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
•
•
•

세율은 2009-2010년도 수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기금은 우리 지역 학교를 위해 투자됩니다.
독립시민감독 및 연례감사를 통해 적절한 기금 지출을
보장합니다.
행정관의 급여 지급을 위해 기금을 전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Yes4S.com에서 확인하십시오.
법안 S에 찬성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학교를 지원해
주십시오.
/서명/ Harry Hull, Glendale 공인중개사, 25년 거주
/서명/ Mercy Velazquez, 커뮤니티 지도자, 25년 거주
/서명/ Gene "Chip" Stone, 현지 사업가, C.V.에 53년
거주
/서명/ Mia Lee, Glendale 교육재단 위원장
/서명/ Greg Krikorian, Glendale 통합교육구 교육위원
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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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enta
제 한 표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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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e por Correo!

Busque la Solicitud al Dorso de la Última Página
¡Es Fácil!
¡Es Conveniente!
¡Es prueba de mal tiempo!

우편으로 투표하세요!
신청서는 뒷표지에 있습니다.
쉽습니다!
편리합니다!
궂은 날씨에도 끄떡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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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 your calendar.
Don’t forget to vote on April 5, 2011
March, 2011
Sunday

20

Monday

21

Tuesday

Wednesday

Thursday

22

23

24

29

30

31

Friday

25

Saturday

26

Last day to
register to
vote for this
election

27

28

Last day to
request a
Vote-by-Mail
ballot

Vote-by-Mail ballots must be received by the election official
or your polling place by April 5, 2011.
Postmarks do not count.

April, 2011
Sunday

Monday

3

4

Tuesday

5

Wednesday

6

Thursday

7

Friday

Saturday

1

2

8

9

ELECTION
DAY

BG 1

WARNING ! ! ! Your POLLING PLACE for this election may be
different from the polling place you went to for the last election.
Please check the back page of this pamphlet for the correct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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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Stamp
44¢ դրոշմ
Estampilla 44¢
44¢ 우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1206-43933
ARDY KASSAKHIAN CITY CLERK
ELECTIONS CENTER
131 N ISABEL ST
GLENDALE CA 91206-4393

Send back entire page - fold in half & tape closed. / Devuelva la página entera - doble a la mitad y cierre con cinta adhesiva. /
Ետ ուղարկեք ամբողջ էջը՝ ծալեք մեջտեղից և ծրարեք: / 한 장 전체를 보내십시오 – 반으로 접어 테이프로 봉할 수 la mitad y cierre con cinta adhesiva. /

우편 투표 신청서 - GLENDALE시 총 선거
화요일, 2011년 4월 5일

우편 투표를 위한 투표용지를 받으시려면, 이 신청서
를 빠짐없이 기재하십
시오. 이 신청서는 선거일로부터 7일 전까지 선거관
리국에 반드시
도달해야 합니다.
2011년 3월 29일

성명을 인쇄체로 기입하십시오
거주지 주소 :
(등록된 대로)

如이 신청서는 해당 신청자의 서명이 없을 경우 처리될 수 없습니다.
본인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이번 선거용으로 부재자 투표용지를 신청
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은 이 신청서에 기재된 이름과 주소가
사실이며 정확한 것임을 캘리포니아주 위증죄 처벌하에 확인하는 바입
니다. 경고: 위증죄는 주형무소에서 2년, 3년, 또는 4년의

번지수 및 길이름

투표용지 우송 주소
(상기 주소와 다를 경우)

번지수 및 길이름

시

우편 번호

서명

신청자 서명 (서명이 없으면 신청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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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LING PLACE OR DROP YOUR “VOTE-BY-MAIL” BALLOT OFF HERE

P

APPLICATION TO “VOTE BY MAIL” - CITY OF GLENDALE

To obtain a vote by mail ballot, complete the
information on this form. This application MUST BE
RECEIVED by the elections official by
March 29, 2011.

GENERAL MUNICIPAL ELECTION - TUESDAY, APRIL 5, 2011
PRINT NAME:
RESIDENCE ADDRESS:
(AS REGISTERED)

Number and Street

MAIL MY BALLOT TO:

(If different from above)

		

Number and Street
Code

City

Zip

THIS APPLICATION WILL NOT BE ACCEPTED WITHOUT THE
PROPER SIGNATURE OF THE APPLICANT
I have not applied for a vote by mail ballot for this election by any other
means. I certify under penalty of perjury under the laws of the State of
California that the name and residence address and information I have
provided on this application are true and correct. WARNING: Perjury is
punishable by imprisonment in state prison for two, three or four years.
(Section 126 of the California Penal Code.)

SIGNATURE
Date

SIGNATURE OF APPLICANT (Must be signed to be processed)

SOLICITUD PARA “VOTAR POR CORREO” - CIUDAD DE GLENDALE
ELECCION MUNICIPAL GENERAL, MARTES, 5 DE ABRIL DEL 2011
ESCRIBA SU NOMBRE
CON LETRA DE MOLDE:
DIRECCIÓN DE SU DOMICILIO
COMO ESTÁ REGISTRADO:
(ES REGISTRADO)

Número y Calle

ENVÍE MI BALOTA A:
(Si es diferente a la de arriba) Número y Calle

Ciudad

Código Postal

FIRMA

FIRMA DEL SOLICITANTE (Debe ser firmada para procesar)

Fecha

¸ÆØàôØª §øìº²ðÎºÈ öàêîàì¦ øìº²ÂºðÂÆÎÆ Ð²Ø²ð
ø²Ô²ø GLENDALE ø²Ô²ø²ÚÆÜ ÀÜ¸Ð²Üàôð ÀÜîðàôÂÚàôÜÜºð,
ºðºøÞ²´ÂÆ, ²äðÆÈ 5, 2011

´Ü²ÎàôÂÚ²Ü Ð²êòºÜ
(¶ð²ÜòØ²Ü Ð²Ø²Ò²ÚÜ)
ø³Õ³ù			

ø³Õ³ù		

Date of Birth

Con el fin de obtener una boleta para voter por
correo, complete la información en esté formulario.
Esta solicitud DEBE SER RECIBIDA por el oficial de
elecciones antes del
29 de marzo del 2011.
ESTA SOLICITUD NO SERÁ ACEPTADA SIN LA FIRMA
APROPIADA DEL SOLICITANTE
No he solicitado una papeleta de votación en ausencia para esta elección de otra manera. Certifico bajo penalidad de perjuro bajo las leyes
del Estado de California que el nombre y la dirección de la residencia
en esta solicitud son veraz y correctas. ADVERTENCIA: Perjuro es
castigable por encarcelación en la prisón estatal por dos,tres o cuatro
años. (Sección 126 del codigo penal de California)

Número de Teléfono

Fecha de Nacimiento

öáëïáí ùí»³ñÏ»Éáõ ùí»³Ã»ñÃÇÏ Ó»éù µ»ñ»Éáõ
Ñ³Ù³ñ Éñ³óñ»ù ³Ûë ¹ÇÙáõÙÇ Ó»õÁ£ ÀÝïñáõÃÛáõÝÝ»ñÇ
å³ßïáÝÛ³Ý ³Ûë ¹ÇÙáõÙÁ äºîø ¾ êî²Ü² áã áõß,
ù³Ý ÁÝïñáõÃÛáõÝÝ»ñÇó 7 ûñ ³é³ç£
ºðºøÞ²´ÂÆ, Ø²ðî 29, 2011

îä²î²èàì ¶ðºø Òºð ²ÜàôÜÀ:

øìº²ÂºðÂÆÎÜ Ð³ëó»Ç ÃÇí »õ ÷áÕáó		
àôÔ²ðÎºÈ ²Úê Ð²êòºàìª
(»Ã» ï³ñµ»ñíáõÙ ¿ í»ñáÑÇßÛ³É
Ð³ëó»Ç ÃÇí »õ ÷áÕáó		
Ñ³ëó»Çó)

Daytime Phone No.

ÆÝ¹»ùë/

ÆÝ¹»ùë/

êàôÚÜ ¸ÆØàôØÀ âÆ ÀÜ¸àôÜìÆª ²è²Üò ¸ÆØàÔÆ êîàôÚ¶
êîàð²¶ðàôÂÚ²Ü
ºë áñ»õ¿ ³ÛÉ ÙÇçáóÝ»ñáí ã»Ù ¹ÇÙ»É ³Ûë ÁÝïñáõÃÛáõÝÝ»ñÇ §øí»³ñÏ»É
÷áëïáí¦ ùí»³Ã»ñÃÇÏÇ Ñ³Ù³ñ£ Ð³Ûï³ñ³ñáõÙ »Ùª Î³ÉÇýáñÝÇ³
Ü³Ñ³ÝÇ »ñ¹ÙÝ³½³ÝóáõÃÛ³Ý ûñ»Ýùáí Ý³Ë³ï»ëí³Í å³ïÅÇ
ëå³éÝ³ÉÇùÇ ï³Ï, áñ ëáõÛÝ ¹ÇÙáõÙáõÙ Ý»ñÏ³Û³óí³Í ³ÝáõÝÁ,
µÝ³ÏáõÃÛ³Ý Ñ³ëó»Ý »õ ÇÙ ÏáÕÙÇó Ý»ñÏ³Û³óí³Í ï»Õ»ÏáõÃÛáõÝÝ»ñÁ
×ßÙ³ñÇï »Ý »õ ëïáõÛ£ ¼¶àôÞ²òàôØ. ºñ¹ÙÝ³½³ÝóáõÃÛáõÝÁ
å³ïÅíáõÙ ¿ Ý³Ñ³Ý³ÛÇÝ µ³ÝïáõÙ »ñÏáõ, »ñ»ù Ï³Ù ãáñë ï³ñí³
µ³Ýï³ñÏáõÃÛ³Ùµ£ (Ø³ë 126, Î³ÉÇýáñÝÇ³ÛÇ øñ»³Ï³Ý úñ»ÝëÇñù)£

¸ÆØàÔÆ

¸ÆØàÔÆ êîàð²¶ðàôÂÚàôÜÀ (³ÝÑñ³Å»ßï ¿ ¹ÇÙáõÙÁ í³í»ñ³óÝ»Éáõ Ñ³Ù³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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²Ùë³ÃÇí

ò»ñ»Ï³ÛÇÝ Ñ»³³Ëáë³Ñ³Ù³ñÁ

ÌÝÝ¹Û³Ý ÃÇí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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