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타애나 시  
 

2022 총선거 후보자 목록과 
제안된 투표 방법 

 
 

 산타애나 –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산타애나 시에서 열릴 총선거에서 치러질 공직에 지명된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 후보자 

성명 투표지 지정 
Valerie Amezcua 산타애나 통합 교육 위원회 위원 

Jesse Nestor 대학생/서버 

Sal Tinajero 교사/대학 이사 

Jose Solorio 사업가/교육 옹호자 
 

2구 시의회 후보자 
성명 투표지 지정 
Benjamin Vazquez 교사 

Nelida Mendoza 산타애나 의원/교육자 
 

4구 시의회 후보자 
성명 투표지 지정 
Phil Bacerra 산타애나 시 의원 

Amalia Mejia 교사/연구원 
 

6구 시의회 후보자 
성명 투표지 지정 
David Penaloza 산타애나 시 의원 

Manuel “Manny” Escamilla 도시 계획가 
 
 투표용지명이 있는 공식 후보자 명단과 각 후보자에 대한 지명 서류 사본은 다음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santa-ana.org/elections  
 

====== 
 
 또한, 다음 제안된 투표 법안은 산타애나 시의회에서 2022년 6월 21일과 2022년 8월 2일에 

개별로 승인되었으며 유권자의 검토를 위해 투표용지에 배치됩니다:  
 
 
 
 
 

http://www.santa-ana.org/elections


 
안건 W: 산타애나 사업자 등록세 형평성 및 탄력세금 공휴일 대책 

 
 산타애나 시법 21장을 개정하여 산타애나 시 내에서 비대마초 사업자 

등록세율을 개편하여 모든 사업 규모 간의 조세 형평성을 개선하고, 현재 

모범 사례를 반영하여 재택사업과 새로운 "긱" 경제의 영향을 인식하고, 

시에 수입 중립적인 재정 영향을 미칠 의도로 검열, 연체 또는 과소 평가된 

사업체에 대해 무면허에 대한 탄력적인 세금 휴일 기간을 제공할 수 

있어야합니까? 
 

 
 
예 
 
 
 
 
 
 

아니요 

 
 

 
안건 X: 헌장 개정 

 
 산타아나 시 헌장은 4선 이후 시장 재선 금지, 3선 완료 후 시의원 재선 

금지, 예산 채택을 위해 시의회 3분의 2의 승인이 필요로 하면서, 성 중립 

언어를 활용한 윤리강령 적용 확대 등을 통해  "의회 서기"에 대한 참조를 

"시 서기"로 변경하고 다른 사소한 부분도 새롭게 변경해야 할까요? 

 
예 
 
 
 

아니요 

 
 
 제안된 법안에 대한 문서, 공정한 분석 및 논쟁의 사본은 산타애나 시의 웹사이트 www.santa-

ana.org/elections 에서 볼 수 있으며 오렌지 카운티 유권자 등록관이 제공하는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포함될 것입니다.  
 
 2022년 10월 10일부터 2022년 11월 8일까지 우편 투표를 통해 선거 시간동안 투표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일부 투표 센터는 선거일 마지막 기준으로 10 일에서 3 일까지 동안 

운영됩니다. 자세한 선거 정보는 https://ocvote.gov/voting/current-election-info 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 년 10 월 24 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하시고 https://ocvote.gov/registration 에서 

유권자 등록을 확입하십시오.  
 
시 서기 

http://www.santa-ana.org/elections
http://www.santa-ana.org/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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