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청원서
캘리포니아 주 국무장관님께.
캘리포니아 주 헌법 및 캘리포니아 주 선거법에 의거하여, 아래에 서명한 캘리포니아 주의 유자격 등록 유권자인 저희들은
캘리포니아 주의 주지사인 아놀드 슈워제네거의 해임을 추구함을 진술하는 바입니다.
저희들은 캘리포니아 주지사직의 계승자 선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기의 해임 청원 회람의 의사 통지서는 아놀드 슈워제네거에게 2005년 11월 16일 송달되었습니다.
청원 회람의 의사 통지서.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님께:
캘리포니아 선거법 11020조에 의거하여, 아래에 서명한 캘리포니아 주의 유자격 등록 유권자들은 이로써, 해임 청원을 지지하며
또한 귀하의 캘리포니아 주지사 직위의 해제를 추구하며 주지사의 계승자 선출을 요구함을 알리는 바입니다. 해임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정부의 기금을 빼앗고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킴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안녕에 위협을 초래, 거의 위기 상태로 치닫고
있는 주의 주요 문제의 해결에 대한 전반적인 실패, 부유한 납세자들로 구성원 특수 이익 단체들을 보호하는 반면 공립학교에 필요한
기금의 삭감에 의한 캘리포니아 주 공공 교육의 파괴. 캘리포니아 주는 부유층만 유리하게 하는 주지사로 인하여 부족한 학교 예산,
부족한 의료 예산 및 가난한 재앙 대비 예산의 주로 알려져서는 안됩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Kenneth Matsumura, Garwood G. Smith, Chelsea Wills, Dorothy Reik, Geraldine M. Kenyon, Linda A.
Johnson, Jan Kearney, Jasper Summer, Jeri Zukoski, Paul K. Blake, Leslie Dixon, Deirdre Nemmers.
상기 지지자들의 연락처 및 청원서를 보내실 곳: Kenneth Matsumura, 2107 Dwight Way, Berkeley, CA 94704. (510) 548 1516.
(답변서는 접수되지 않았음)
아래 서명한 각자는 캘리포니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카운티에 등록한 유자격 유권자임을 진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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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ARATION OF PERSON CIRCULATING SECTION OF RECALL PETITION
(MUST BE IN CIRCULATOR’S OWN HANDWRITING)
I,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eclare:
1.

My residence address is (Street Address)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ity) __________________________, in 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unty, California; and I am a registered voter
in California.
2. I personally circulated the attached petition for signing;
3. I witnessed each of the appended signatures being written on the petition and to my best information and belief,
each signature is the genuine signature of the person whose name it purports to be; and
The appended signatures were obtained between the dates of ________________ and __________________, inclusive.
Starting Date
Ending Date
I declare under penalty of perjury under the laws of the State of California that the foregoing is true and correct.
Executed on (date) ________________ at (City or Community where signed)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alifornia.
SIGN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