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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의 "탑투(top-two)" 또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캘리포니아주 6 월
예비선거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2010 년 유권자들에 의해 통과된
조치인 캘리포니아 법률개정안 14(The California Two Primary’s Act)의
결과였습니다.
최근까지,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예비선거는 "폐쇄형"으로 간주되어, 자신의
정당 후보에 대해서만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주 및 교육 공무원과 같은
비당파적 사무직원은 예외임). 따라서, 만약 귀하가 민주당원이었다면
귀하의 투표용지에는 국립 관청, 주 상원, 주지사 또는 해당 특정 선거
주기에서 치르는 기타 모든 국정 선거전에 대한 민주당 후보만 나열됩니다.
정당 선호를 명시하기를 거부한 무당파 투표자는 총선거에서 투표가
허용되었지만, 민주당과 미독립당(기타 "유자격" 정당이 아님)의 대통령
예비 선거에만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유자격" 정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DEM = 민주당
2) REP = 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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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I = 미독립당
4) AE = 미선거당
5) GRN = 녹색당
6) LIB = 자유당
7) PF = 평화자유당
그렇게 해서 예비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각 정당의 후보자가 11 월
선거에 나갑니다. 각 정당은 11 월 투표용지에 후보자 한 명을 등재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탑투 프라이머리(Top-Two Primary)" 시스템으로,
정당 가입이 더 이상 11 월 투표용지의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모든 정당의 모든 후보들은 예비 투표용지에 등재되고
어느 정당의 어떤 유권자든 이들에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당에도 등록되지 않은 유권자도 포함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정당과 상관
없이, 가장 많은 득표를 한 두 명의 상위 후보자가 11 월 투표용지에
등재됩니다. 이것은 11 월 결선에서 동일한 정당의 두 후보자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규칙은 모든 주와 입법 선거전에 적용되지만, 대통령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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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간행물에 대한 다음의 설문 조사지를
작성하여 저희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설문 조사
참여]
법률 상담은 800-776-5746 으로 전화하거나 상담 요청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기타 다른 목적으로는 916-504-5800(북부 캘리포니아),
213-213-8000(남부 캘리포니아)으로 전화하십시오.
Disability Rights California(캘리포니아 장애인 권익회)는 다양한

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고 있으며, 자금 제공자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http://www.disabilityrightsca.org/
Documents/ListofGrantsAndContracts.html 를 방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