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환경정의 연합 활동 2020년 유권자 안내서:
우리의 미래 기후를 지키기 위한 싸움

2020년, 당신의 한표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난 2016년 부터 미주 전역과 캘리포니아 에서 여러 커뮤니티들은 우리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사람들은 흑인 퀴어와 트랜스젠더, 가정, 어머니, 여성, 아들과 남성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또한 가족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국경을 넘은 용감한 이주민들을 위해, 대대로 내려온 선주민들의 일굼과 그들의 미래를 옹호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그리고 물과 공기, 그리고 땅을 되살려 미래 세대를 지속시킬 수 있는 기후를 만들기 위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2020년은 우리의 목소리를 키워 정치행동을 지속하도록 할 수 있는 중요한 해입니다. 3월 3일,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사회 정의 챔피언 선출과, 중요 법안 투표를 통해 미주 전역의 정치 판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4월에는 (연방정부로 부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 가장 취약한 커뮤니티들을 위한 지원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커뮤니티에 있는 모두가 미국 연방정부 인구주택조사에 참여할 것을 독려해야 합니다. 11월 3일에는 
유권자들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정의하고 캘리포니아와 미주 전역에 좀 더 진보적이고 공정한 리더쉽을 세우기 위해 
투표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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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발의안 13번: 캘리포니아주 교육시설 및 대학시설 공채  
주민발의안 13번 찬성표는 캘리포니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학교와 대학시설 내진 
개조 및 곰팡이, 석면, 납 제거 비용으로 $150억의 공채 발행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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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기후 위기로 부터 보호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의미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는 환경 정의 챔피언들이 선출 되어야 합니다. 3월 3일, 다음과 같은 후보자들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