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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이름:  Alex Gruenenfelder Smith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 재생하기 

비디오 대본:   대본 보기  

우편주소: 1884 N. Alvarado St. 

Los Angeles, CA  90026 

주간 전화번호: (213) 394-6359 

선거 본부 주소:   같음 

선거 본부 전화번호: 같음 

웹사이트 주소: mayoralex.com 

이메일 주소:   alex@mayoralex.com 

후보자 대리인: Dan Mancini 

대리인 전화번호: (719) 359-0865 

후보자 이름: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 대본:   

우편주소: 

주간 전화번호: 

선거 본부 주소:   

선거 본부 전화번호:  

웹사이트 주소: 

이메일 주소:   

후보자 대리인: 

대리인 전화번호: 

Rick J. Caruso 

비디오가 제공되지 않음
대본이 제공되지 않음
101 The Grove Dr. 

Los Angeles, CA  90036 

(213) 674-1454 

같음 

같음 

carusocan.com 

info@carusocan.com Lex 

Olbrei 

(213) 674-1454 

후보자 이름:  Mike Feuer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가 제공되지 않음 

비디오 대본:   대본이 제공되지 않음 

우편주소: 16633 Ventura Blvd., #1008 

Encino, CA  91436 

주간 전화번호: (213) 373-4904 

선거 본부 주소:   같음 

선거 본부 전화번호:  같음 

웹사이트 주소: mikeforla.com 

이메일 주소:   info@mikeforla.com 

후보자 대리인: Claire Feinberg 

대리인 전화번호: (213) 373-4904 

인증된 후보자 비디오 및 연락처 

시장 

KOR 

https://mayoralex.com/
mailto:alex@mayoralex.com
https://carusocan.com/
mailto:info@carusocan.com
https://www.mikeforla.com/
mailto:info@mikeforla.com
https://youtu.be/y0qbp8JMfDU
https://clkrep.lacity.org/election/Smith_KO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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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이름:  Craig E. Greiwe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가 제공되지 않음 

비디오 대본:   대본이 제공되지 않음 

우편주소: 728 W. Edna Pl. 

Covina, CA  91722 

주간 전화번호: (424) 256-6907 

선거 본부 주소:   같음 

선거 본부 전화번호: (626) 915-7635 

웹사이트 주소: craigformayor.com 

이메일 주소:   contact@craigformayor.com 

후보자 이름:  Andrew Kim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 재생하기 

비디오 대본:   대본 보기 

우편주소: 3470 Wilshire Blvd., #885 

Los Angeles, CA  90010 

주간 전화번호: (213) 703-9192 

후보자 이름:  Joe Buscaino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가 제공되지 않음 

비디오 대본:   대본이 제공되지 않음 

우편주소: 125 W. 4th St., #313 

Los Angeles, CA 90013 

주간 전화번호: (213) 761-7272 

선거 본부 전화번호:  같음 

웹사이트 주소: joebuscaino.com 

이메일 주소:   Info@joebuscaino.com 

후보자 대리인: Gaby Medina 

대리인 전화번호: (310) 987-8411 

후보자 이름:  Karen Ruth Bass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가 제공되지 않음 

비디오 대본:   대본이 제공되지 않음 

후보자 이름:  Kevin De León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가 제공되지 않음 

비디오 대본:   대본이 제공되지 않음 

후보자 이름:  Ramit Varma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가 제공되지 않음 

비디오 대본:   대본이 제공되지 않음 

KOR 

https://craigformayor.com/
file://///14CLERKFS2/DATA/ELECTION/Shared/Translations/FY21-22%20Translations/Misc.%20Translations/Candidate%20Video%20&%20Contact%20Info/2022/contact@craigformayor.com
http://www.joebuscaino.com/
mailto:Info@joebuscaino.com
https://youtu.be/avxmVYaU3dg
https://clkrep.lacity.org/election/Kim_KO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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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이름:  Gina Viola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 재생하기 

비디오 대본:   대본 보기 

우편주소: 2105 Broadview Ter. 

Los Angeles, CA  90068 

주간 전화번호: (323) 855-7964 

후보자 대리인: Nicole Donanian-Blandón 

대리인 전화번호: (213) 422-3551

후보자 이름:  Mel Wilson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 재생하기 

비디오 대본:   대본 보기 

웹사이트 주소: mel4mayor.com 

후보자 이름:  John “JSamuel” Jackson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가 제공되지 않음 

비디오 대본:   대본이 제공되지 않음 

우편주소: 3870 Crenshaw Blvd., #204 

Los Angeles, CA  90008 

주간 전화번호: (323) 799-5071 

KOR 

https://www.mel4mayor.com/
https://youtu.be/6KbdJeRCQh4
https://clkrep.lacity.org/election/Viola_KOR.PDF
https://youtu.be/7AAnKTYsMMU
https://clkrep.lacity.org/election/Wilson_KO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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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이름:  Sherri Onica Valle Cole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 재생하기 

비디오 대본:   대본 보기 

우편주소: 725 S. Bixel St., #457B 

Los Angeles, CA  90017 

주간 전화번호: (626) 319-9494 

선거 본부 전화번호: 같음 

웹사이트 주소: onica4lacityattorney.com 

이메일 주소:   onica4lacityattorney@gmail.com 

후보자 대리인: Gerson A. Perryman-Liahut 

대리인 전화번호: (323) 532-3916 

후보자 이름:  Hydee Feldstein Soto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 재생하기 

비디오 대본:   대본 보기 

우편주소: P.O. Box 351207 

Los Angeles, CA  90035 

주간 전화번호: (310) 709-5504 

선거 본부 주소:  15760 Ventura Blvd., #700 

Encino, CA  91436 

선거 본부 전화번호: (818) 995-9442 

웹사이트 주소: hydeeforcityattorney.com 

이메일 주소:   hydeefeldsteinsoto@gmail.com 

후보자 이름:  Faisal M. Gill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 재생하기 

비디오 대본:   대본 보기 

후보자 이름:  Teddy Kapur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가 제공되지 않음 

비디오 대본:   대본이 제공되지 않음 

우편주소: 141 S. Arden Blvd. 

Los Angeles, CA  90004 

주간 전화번호: (323) 767-3460 

선거 본부 주소:  16633 Ventura Blvd., #1008 

Encino, CA  91436 

선거 본부 전화번호: (323) 300-4838 

웹사이트 주소: teddykapur.com 

이메일 주소:   teddy@teddykapur.com 

후보자 대리인: Joshua Kilroy 

대리인 전화번호: (323) 917-0573 

시 검사

KOR 

https://www.onica4lacityattorney.com/
mailto:onica4lacityattorney@gmail.com
https://www.hydeeforcityattorney.com/
file://///14CLERKFS2/DATA/ELECTION/Shared/Translations/FY21-22%20Translations/Misc.%20Translations/Candidate%20Video%20&%20Contact%20Info/2022/hydeefeldsteinsoto@gmail.com
https://teddykapur.com/
mailto:teddy@teddykapur.com
https://youtu.be/XF12Nd2KRPs
https://clkrep.lacity.org/election/Cole_KOR.PDF
https://youtu.be/ipXxrvqHGMQ
https://clkrep.lacity.org/election/Soto_KOR.PDF
https://youtu.be/2BiKrLotsqY
https://clkrep.lacity.org/election/Gill_KO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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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이름:  Richard Kim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가 제공되지 않음 

비디오 대본:   대본이 제공되지 않음 

후보자 이름:  Kevin James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 재생하기 

비디오 대본:   대본 보기 

우편주소: 2049 Century Park East, #2400 

Los Angeles, CA  90067 

주간 전화번호: (213) 793-8846 

선거 본부 주소:  249 E. Ocean Blvd., #670 

Long Beach, CA  90802 

선거 본부 전화번호:  같음 

웹사이트 주소: kevinjamesforcityattorney.com 

이메일 주소:   kevinjamesforCA@gmail.com 

후보자 이름:  Marina Torres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 재생하기 

비디오 대본:   대본 보기 

웹사이트 주소: marinatorres.com 

이메일 주소:   team@marinatorres.com 

KOR 

https://kevinjamesforcityattorney.com/
file://///14CLERKFS2/DATA/ELECTION/Shared/Translations/FY21-22%20Translations/Misc.%20Translations/Candidate%20Video%20&%20Contact%20Info/2022/kevinjamesforCA@gmail.com
https://www.marinatorres.com/
mailto:team@marinatorres.com
https://youtu.be/Erpq_Vx8mvs
https://clkrep.lacity.org/election/James_KOR.PDF
https://youtu.be/WM9vummWslA
https://clkrep.lacity.org/election/Torres_KO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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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이름:  Stephanie Clements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 재생하기 

비디오 대본:   대본 보기 

우편주소:   P.O. Box 661868 

3826 Grandview Blvd. 

Los Angeles, CA  90066 

주간 전화번호:   (310) 463-0410 

선거 본부 전화번호:  (310) 592-7689 

웹사이트 주소: clements4controller.com 

이메일 주소:   info@clements4controller.com 

후보자 대리인: Stacy Allegro 

대리인 전화번호: (415) 264-2157 

후보자 이름:  Reid Lidow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 재생하기 

비디오 대본:   대본 보기 

우편주소: 16350 Ventura Blvd., Suite D #184 

Encino, CA  91436 

주간 전화번호: (562) 983-0815 

선거 본부 주소:   같음 

선거 본부 전화번호: 같음 

웹사이트 주소: reidforla.com 

이메일 주소:   contact@reidlidowforcontroller.com 

후보자 이름:  Paul Koretz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 재생하기 

비디오 대본:   대본 보기 

우편주소:   419 N. Larchmont Blvd., #3 

Los Angeles, CA 90004 

주간 전화번호:   (213) 448-6646 

선거 본부 전화번호:  같음 

웹사이트 주소: koretzforla.com 

이메일 주소:   koretzforla@gmail.com 

후보자 대리인: Parke Skelton 

대리인 전화번호: (323) 253-9162 

시 감사관, 회계관 

KOR 

https://clements4controller.com/
mailto:info@clements4controller.com
https://www.reidlidowforcontroller.com/
file://///14CLERKFS2/DATA/ELECTION/Shared/Translations/FY21-22%20Translations/Misc.%20Translations/Candidate%20Video%20&%20Contact%20Info/2022/contact@reidlidowforcontroller.com
https://koretzforla.com/
mailto:koretzforla@gmail.com
https://youtu.be/DDj8Csm_irI
https://clkrep.lacity.org/election/Clements_KOR.PDF
https://youtu.be/96edD_cAjXU
https://clkrep.lacity.org/election/Lidow_KOR.PDF
https://youtu.be/J6zHKjmja_k
https://clkrep.lacity.org/election/Koretz_KO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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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이름:  David T. Vahedi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가 제공되지 않음 

비디오 대본:   대본이 제공되지 않음 

우편주소: 3120 Kelton Ave. 

Los Angeles, CA  90034 

주간 전화번호: (310) 927-2920 

웹사이트 주소: vahediforcontroller.com 

이메일 주소:   david@vahediforcontroller.com 

후보자 대리인: Dan Raskov 

대리인 전화번호: (310) 367-3755 

후보자 이름:  J. Carolan O’Gabhann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 재생하기 

비디오 대본:   대본 보기 

우편주소:   P.O. Box 32178 

Los Angeles, CA  90032-0178 

주간 전화번호:  (323) 222-2020 

(323) 219-1489 

선거 본부 주소:   같음 

선거 본부 전화번호:  (323) 222-2020 

웹사이트 주소: electo’gabhannlacitycontroller.com 

이메일 주소:   jcog2020@gmail.com 

후보자 대리인: Ms. Maggie Cvek 

대리인 전화번호: (714) 289-1125 

후보자 이름:  Rob Wilcox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가 제공되지 않음 

비디오 대본:   대본이 제공되지 않음 

우편주소: 427 W. 5th St., #1001 

Los Angeles, CA  90013 

주간 전화번호: (916) 396-0400 

선거 본부 주소:  10586 W. Pico Blvd., #355 

Los Angeles, CA  90064 

선거 본부 전화번호: 같음 

웹사이트 주소: robforcontroller.com 

이메일 주소:   rob@robforcontroller.com 

후보자 대리인: Pat Kelly 

대리인 전화번호: (310) 890-3131 

KOR 

https://vahediforcontroller.com/
file://///14CLERKFS2/DATA/ELECTION/Shared/Translations/FY21-22%20Translations/Misc.%20Translations/Candidate%20Video%20&%20Contact%20Info/2022/david@vahediforcontroller.com
http://electo’gabhannlacitycontroller.com/
mailto:jcog2020@gmail.com
https://robforcontroller.com/
file://///14CLERKFS2/DATA/ELECTION/Shared/Translations/FY21-22%20Translations/Misc.%20Translations/Candidate%20Video%20&%20Contact%20Info/2022/rob@robforcontroller.com
https://youtu.be/rKwz5JoY3-8
https://clkrep.lacity.org/election/OGabhann_KO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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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이름:  Kenneth Mejia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가 제공되지 않음 

비디오 대본:   대본이 제공되지 않음 

우편주소: 1001 Wilshire Blvd., #102 

Los Angeles, CA  90017 

주간 전화번호: (818) 800-7231 

선거 본부 주소:   같음 

선거 본부 전화번호:  같음 

웹사이트 주소: mejiaforcontroller.com 

이메일 주소:   kmejia@mejiaforcontroller.com 

후보자 대리인: Jane Nguyen 

대리인 전화번호: (630) 835-5601 

KOR 

https://mejiaforcontroller.com/
file://///14CLERKFS2/DATA/ELECTION/Shared/Translations/FY21-22%20Translations/Misc.%20Translations/Candidate%20Video%20&%20Contact%20Info/2022/kmejia@mejiaforcontroll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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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이름:  Eunisses Hernandez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가 제공되지 않음 

비디오 대본:   대본이 제공되지 않음 

우편주소: 16633 Ventura Blvd., #1008 

Los Angeles, CA  94136 

주간 전화번호: (312) 623-9402 

선거 본부 전화번호: 같음 

웹사이트 주소: eunisses.com 

이메일 주소:   eunisses@eunissesforthepeople.org 

후보자 대리인: Meghan Choi 

대리인 전화번호: (312) 623-9402 

후보자 이름:  Gilbert “Gil” Cedillo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 재생하기 

비디오 대본:  대본 보기 

우편주소: 200 N. Spring St., Rm. 460 

Los Angeles, CA 90012 

주간 전화번호:  (213) 473-7001 

선거 본부 주소:  1043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15 

선거 본부 전화번호:  (323) 490-8164 

웹사이트 주소: cedillo4council.com 

이메일 주소:   info@cedillo4council.com 

후보자 대리인: Robert Urteaga 

대리인 전화번호: (323) 490-8164 

시의회 의원, 선거구 1번 

KOR 

https://www.eunissesforthepeople.org/
file://///14CLERKFS2/DATA/ELECTION/Shared/Translations/FY21-22%20Translations/Misc.%20Translations/Candidate%20Video%20&%20Contact%20Info/2022/eunisses@eunissesforthepeople.org
https://cedillo4council.com/
mailto:info@cedillo4council.com
https://youtu.be/FBf6mc6cC8Y
https://clkrep.lacity.org/election/Cedillo_KO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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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이름:  Scott Silverstein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 재생하기 

비디오 대본:   대본 보기 

우편주소: 6016 Fallbrook Ave., Ste. 101 

Woodland Hills, CA  91367 

주간 전화번호: (747) 377-2408 

선거 본부 주소:   같음 

선거 본부 전화번호: 같음 

웹사이트 주소: electscottsilverstein.com 

이메일 주소:   info@electscottsilverstein.com 

후보자 대리인: Aaron Williams 

대리인 전화번호: (747) 377-2408 

후보자 이름:   Bob Blumenfield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가 제공되지 않음 

비디오 대본:   대본이 제공되지 않음 

우편주소: 419 N. Larchmont Blvd., #37 

Los Angeles, CA  90004 

주간 전화번호:   (213) 473-7003 

선거 본부 주소:   같음  

선거 본부 전화번호:  (818) 514-5868 

웹사이트 주소: bobblumenfield.com 

이메일 주소:   blumenfieldforla@gmail.com 

후보자 대리인: Steve Barkan/Kim Ennis 

대리인 전화번호: (213) 453-5388 

시의회 의원, 선거구 3번 

KOR 

https://www.electscottsilverstein.com/
mailto:info@electscottsilverstein.com
https://www.bobblumenfield.com/
mailto:blumenfieldforla@gmail.com
https://youtu.be/zO6TDGKhrTM
https://clkrep.lacity.org/election/Silverstein_KO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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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이름:  Jimmy Biblarz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 재생하기 

비디오 대본:   대본 보기 

우편주소: 101 S. Sweetzer Ave., #203 

Los Angeles, CA  90048 

주간 전화번호: (310) 200-4056 

선거 본부 주소:   같음 

선거 본부 전화번호: (256) 499-5682 

웹사이트 주소: jimmybiblarz.com 

이메일 주소:   jimmy@jimmybiblarz.com 

후보자 대리인: Nick Wyville 

대리인 전화번호: (256) 499-5682 

후보자 이름:  Scott Epstein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가 제공되지 않음 

비디오 대본:   대본이 제공되지 않음 

웹사이트 주소: scottforla.com 

이메일 주소:   scott@scottforla.com 

후보자 이름:  Katy Young Yaroslavsky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가 제공되지 않음 

비디오 대본:   대본이 제공되지 않음 

주간 전화번호: (310) 896-5455 

선거 본부 팩스 번호:  같음 

웹사이트 주소: katyforla.com 

이메일 주소:   info@katyforla.com 

후보자 이름:  Sam Yebri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 재생하기 

비디오 대본:   대본 보기 

우편주소: 10365 Holman Ave. 

Los Angeles, CA 90024 

주간 전화번호: (818) 600-1836 

선거 본부 전화번호:  같음 

웹사이트 주소: samforla.com 

이메일 주소:   info@samforla.com 

후보자 대리인: Rachel Niederhoffer 

대리인 전화번호: (818) 600-1836 

시의회 의원, 선거구 5번 

KOR 

https://jimmybiblarz.com/
file://///14CLERKFS2/DATA/ELECTION/Shared/Translations/FY21-22%20Translations/Misc.%20Translations/Candidate%20Video%20&%20Contact%20Info/2022/jimmy@jimmybiblarz.com
https://scottforla.com/
file://///14CLERKFS2/DATA/ELECTION/Shared/Translations/FY21-22%20Translations/Misc.%20Translations/Candidate%20Video%20&%20Contact%20Info/2022/scott@scottforla.com
https://katyforla.com/
file://///14CLERKFS2/DATA/ELECTION/Shared/Translations/FY21-22%20Translations/Misc.%20Translations/Candidate%20Video%20&%20Contact%20Info/2022/info@katyforla.com
https://samforla.com/
file://///14CLERKFS2/DATA/ELECTION/Shared/Translations/FY21-22%20Translations/Misc.%20Translations/Candidate%20Video%20&%20Contact%20Info/2022/info@samforla.com
https://youtu.be/TkaLgBwN248
https://clkrep.lacity.org/election/Biblarz_KOR.PDF
https://youtu.be/qP9n33LjO3A
https://clkrep.lacity.org/election/Yebri_KO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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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이름:  Monica Rodriguez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가 제공되지 않음 

비디오 대본:  대본이 제공되지 않음 

우편주소: P.O. Box 331016 

Pacoima, CA  91331-1016 

웹사이트 주소: monicaforcitycouncil.com 

이메일 주소:  mrod4cd7@gmail.com  

후보자 이름:  Elisa Avalos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가 제공되지 않음 

비디오 대본:   대본이 제공되지 않음 

우편주소:   13302 Judd St. 

Pacoima, CA  91331 

주간 전화번호:  (818) 442-2203 

선거 본부 주소:  16633 Ventura Blvd., #1008 

Encino, CA  91436 

선거 본부 전화번호:  (818) 693-2763 

웹사이트 주소: elisaavaloscd7.com 

이메일 주소:   elisaavaloscd7@gmail.com 

후보자 대리인: Mark Dutton 

대리인 전화번호: (818) 693-2763 

시의회 의원, 선거구 7번 

KOR 

https://www.monicaforcitycouncil.com/
mailto:mrod4cd7@gmail.com
https://elisaavaloscd7.com/
mailto:elisaavaloscd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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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이름:  Curren D. Price, Jr.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가 제공되지 않음 

비디오 대본:   대본이 제공되지 않음 

웹사이트 주소: currenpricejr.com 

후보자 이름:  Dulce Vasquez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 재생하기 

비디오 대본:   대본 보기 

우편주소:   16633 Ventura Blvd., #1008 

Encino, CA  91436 

주간 전화번호:   (213) 866-5130 

선거 본부 주소:   같음 

선거 본부 전화번호:  같음 

웹사이트 주소: dulcevasquez.com 

이메일 주소:   contact@dulcevasquez.com 

후보자 대리인: Danielle Guillen 

대리인 전화번호: (909) 499-7266 

시의회 의원, 선거구 9번 

KOR 

https://www.currenpricejr.com/citycouncil/curren/
https://www.dulcevasquez.com/
mailto:contact@dulcevasquez.com
https://youtu.be/ZlxoyYwIbLU
https://clkrep.lacity.org/election/Vasquez_KO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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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이름:  Mat Smith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가 제공되지 않음 

비디오 대본:   대본이 제공되지 않음 

우편주소: 7372 W. 83rd St. 

Los Angeles, CA  90045 

주간 전화번호: (310) 227-7338 

선거 본부 주소:   같음 

선거 본부 전화번호: 같음 

웹사이트 주소: matsmithcitycouncil.com 

이메일 주소:   mats90045@gmail.com 

후보자 대리인: Shemaine Smith 

대리인 전화번호: (424) 275-5217 

후보자 이름:  Traci Park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 재생하기 

비디오 대본:   대본 보기 

우편주소:   2554 Lincoln Blvd., #158 

Venice, CA  90291 

주간 전화번호:   (562) 912-3483 

선거 본부 주소:   같음 

선거 본부 전화번호:  같음 

웹사이트 주소: tracipark.com 

이메일 주소:   info@tracipark.com 

후보자 대리인: Robb Korinke 

대리인 전화번호: (562) 912-3483 

후보자 이름:  Allison Holdorff Polhill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 재생하기 

비디오 대본:   대본 보기 

우편주소:   15332 Antioch St., #152 

Pacific Palisades, CA  90272 

주간 전화번호:   (310) 804-8424 

선거 본부 주소:   같음 

선거 본부 전화번호:  같음 

웹사이트 주소: allisonforla.com 

이메일 주소:   info@allisonforla.com 

후보자 대리인: Emily Gold 

대리인 전화번호: (310) 200-0642 

시의회 의원, 선거구 11번 

KOR 

https://matsmithcitycouncil.com/
mailto:mats90045@gmail.com
https://tracipark.com/
mailto:info@tracipark.com
https://allisonforla.com/
mailto:info@allisonforla.com
https://youtu.be/Xuwyy8Y4JIM
https://clkrep.lacity.org/election/Park_KOR.PDF
https://youtu.be/MwPtnayRi3c
https://clkrep.lacity.org/election/Polhill_KO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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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이름:  Greg Good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가 제공되지 않음 

비디오 대본:   대본이 제공되지 않음 

선거 본부 주소:  P.O. Box 452116 

Los Angeles, CA  90045 

웹사이트 주소: good4cd11.com 

이메일 주소:   good.for.cd11@gmail.com 

후보자 대리인: Nadia Simon 

후보자 이름:  Midsanon “Soni” Lloyd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 재생하기 

비디오 대본:   대본 보기 

우편주소: 12708 Pacific Ave., #3 

Los Angeles, CA  90066 

주간 전화번호: (310) 467-7126 

선거 본부 주소:   같음 

선거 본부 전화번호:  같음 

후보자 이름:  Mike Newhouse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 재생하기 

비디오 대본:   대본 보기 

후보자 이름:  Erin Darling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가 제공되지 않음 

비디오 대본:   대본이 제공되지 않음 

후보자 이름:  Jim Murez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 재생하기 

비디오 대본:   대본 보기 

주간 전화번호: (310) 399-2490 

선거 본부 주소:  10940 Wilshire Blvd., #2000 

Los Angeles, CA  90035 

선거 본부 전화번호: 같음 

웹사이트 주소: murezforcitycouncil.com 

이메일 주소:   jim@murezforcitycouncil.com 

KOR 

https://www.good4cd11.com/
mailto:good.for.cd11@gmail.com
https://www.murezforcitycouncil.com/
file://///14CLERKFS2/DATA/ELECTION/Shared/Translations/FY21-22%20Translations/Misc.%20Translations/Candidate%20Video%20&%20Contact%20Info/2022/jim@murezforcitycouncil.com
https://youtu.be/7f2hwEOjjUo
https://clkrep.lacity.org/election/Lloyd_KOR.PDF
https://youtu.be/aj-5gTZL5Pk
https://clkrep.lacity.org/election/Newhouse_KOR.PDF
https://youtu.be/Eemj8ymMpKQ
https://clkrep.lacity.org/election/Murez_KO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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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이름:  Hugo Soto-Martinez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가 제공되지 않음 

비디오 대본:   대본이 제공되지 않음 

우편주소: 16633 Ventura Blvd., #1008 

Encino, CA  91436 

주간 전화번호: (323) 412-0448 

선거 본부 주소:   같음 

선거 본부 전화번호:  같음 

웹사이트 주소: hugo2022.com 

이메일 주소:   contact@hugo2022.com 

후보자 이름:  Kate Pynoos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가 제공되지 않음 

비디오 대본:   대본이 제공되지 않음 

우편주소: P.O. Box 413 

Los Angeles, CA  90028 

주간 전화번호: (323) 522-4220 

선거 본부 주소:   같음 

선거 본부 전화번호:  같음 

웹사이트 주소: kateforcouncil.la 

이메일 주소:   info@kateforcouncil.la 

후보자 이름:  Albert Corado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가 제공되지 않음 

비디오 대본:   대본이 제공되지 않음 

웹사이트 주소: alforla.com 

이메일 주소:   alforla2022@gmail.com 

후보자 이름:  Mitch O’Farrell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 재생하기 

비디오 대본:   대본 보기 

우편주소: 658 Larchmont Blvd. 

Los Angeles, CA  90004 

주간 전화번호: (818) 359-5536 

선거 본부 주소:   같음 

선거 본부 전화번호:  같음 

웹사이트 주소: mitchofarrell2022.com 

이메일 주소:   info@mitchofarrell2022.com 

후보자 대리인: Orrin Evans 

대리인 전화번호: (818) 359-5536 

시의회 의원, 선거구 13번 

KOR 

https://www.hugo2022.com/
file://///14CLERKFS2/DATA/ELECTION/Shared/Translations/FY21-22%20Translations/Misc.%20Translations/Candidate%20Video%20&%20Contact%20Info/2022/contact@hugo2022.com
https://www.kateforcouncil.la/
mailto:info@kateforcouncil.la
https://www.alforla.com/
mailto:alforla2022@gmail.com
https://mitchofarrell2022.com/
mailto:info@mitchofarrell2022.com
https://youtu.be/KI-PQquJASI
https://clkrep.lacity.org/election/OFarrell_KO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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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이름:  Steve Johnson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가 제공되지 않음 

비디오 대본:   대본이 제공되지 않음 

우편주소: 249 E. Ocean Blvd., # 670 

Long Beach, CA  90802 

주간 전화번호: (323) 397-6679 

선거 본부 전화번호:  같음 

웹사이트 주소: stevejohnsoncd13.com 

후보자 대리인: Karen Roseberry 

대리인 전화번호: (661) 618-5719 

KOR 

https://stevejohnsoncd1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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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이름:  Danielle Sandoval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가 제공되지 않음 

비디오 대본:   대본이 제공되지 않음 

우편주소: 612 N. Avalon Blvd. 

Wilmington, CA  90744 

주간 전화번호: (310) 872-3928 

선거 본부 주소:   같음 

선거 본부 전화번호:  같음 

선거 본부 팩스 번호: 같음 

웹사이트 주소: sandoval4la.com 

이메일 주소:   info@sandoval4la.com 

후보자 대리인: Joseph Ramirez 

대리인 전화번호: (424) 757-2563 

후보자 이름:  Anthony Santich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가 제공되지 않음 

비디오 대본:   대본이 제공되지 않음 

웹사이트 주소: anthonysantich.com 

후보자 이름:  Bryant Odega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 재생하기 

비디오 대본:   대본 보기 

우편주소: 333 W. San Carlos, #600 

San Jose, CA  95110 

주간 전화번호: (408) 591-5340 

선거 본부 주소:   같음 

선거 본부 전화번호: 같음 

웹사이트 주소: odegaforla.com 

이메일 주소:   us@odegaforla.com 

후보자 대리인: Jordan Eldridge 

대리인 전화번호: (408) 591-5340 

후보자 이름:  Tim McOsker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가 제공되지 않음 

비디오 대본:   대본이 제공되지 않음 

웹사이트 주소: timmcosker.com 

이메일 주소:   info@timmcosker.com 

시의회 의원, 선거구 15번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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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이름:  Miguel Angel Segura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 재생하기 

비디오 대본:   대본 보기 

주간 전화번호: (626) 488-9191 

선거 본부 전화번호: 같음 

웹사이트 주소: seguraforlausd.com 

이메일 주소:   segura4lausdbd2@gmail.com 

후보자 이름:  Rocío Rivas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 재생하기 

비디오 대본:   대본 보기 

우편주소: 4734 Baltimore St. 

Los Angeles, CA  90042 

웹사이트 주소: drrivasforschoolboard.com 

이메일 주소:   drrivasforschoolboard@gmail.com 

후보자 대리인: Andrew Jiang 

대리인 전화번호: (213) 806-0568 

후보자 이름:  Maria Brenes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 재생하기 

비디오 대본:   대본 보기 

우편주소: 777 S. Figueroa St., #4050 

Los Angeles, CA  90017 

웹사이트 주소: mariaforlaschools.com 

이메일 주소:   mariabrenes4lausdschoolboard@gmail.com 

후보자 대리인: Jessica Panduro 

대리인 전화번호: (323) 802-8735 

후보자 이름:  Erica Vilardi-Espinosa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 재생하기 

비디오 대본:   대본 보기 

우편주소: 4023 Tracy St. 

Los Angeles, CA  90027 

주간 전화번호: (818) 649-9111 

웹사이트 주소: ericaforschoolboard.com 

이메일 주소:   ericaforschoolboard2022@gmail.com 

교육위원회 위원, 지구번호 2번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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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이름: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 대본:   

주간 전화번호: 

선거 본부 전화번호: 

Tracey Schroeder

비디오가 제공되지 않음
대본이 제공되지 않음
(818) 213-1194 

같음 

후보자 이름:  Gentille Barkhordarian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가 제공되지 않음 

비디오 대본:   대본이 제공되지 않음 

후보자 이름:  Nick Melvoin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가 제공되지 않음 

비디오 대본:   대본이 제공되지 않음 

우편주소: 1787 Tribute Rd., Ste. K 

Sacramento, CA  95815 

주간 전화번호: (323) 379-2017 

선거 본부 주소:   같음 

선거 본부 전화번호:  같음 

웹사이트 주소: nickmelvoin.com 

이메일 주소:   info@nickmelvoin.com 

후보자 대리인: Samuel Lawrence 

대리인 전화번호: (310) 384-1873 

교육위원회 위원, 지구번호 4번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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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이름:   Kelly Gonez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가 제공되지 않음 

비디오 대본:   대본이 제공되지 않음 

웹사이트 주소: kellygonez.com 

후보자 이름:  Marvin A. Rodriguez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 재생하기 

비디오 대본:   대본 보기 

우편주소: 9504 Roslyndale Ave. 

Arleta, CA  91331 

주간 전화번호: (818) 825-9142 

선거 본부 주소:   같음 

선거 본부 전화번호: 같음 

웹사이트 주소: marvinrodriguez2022.com 

이메일 주소:   rodriguez.marvin2022@gmail.com 

후보자 대리인: Janette Rodriguez 

대리인 전화번호: (818) 399-6546 

후보자 이름:  Jess Arana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가 제공되지 않음 

비디오 대본:   대본이 제공되지 않음 

우편주소: 1 W. Manchester Blvd., #700 

Inglewood, CA  90301 

주간 전화번호: (818) 442-7970 

선거 본부 주소:   같음 

선거 본부 전화번호:  (310) 817-6679 

선거 본부 팩스 번호: (310) 672-6679 

웹사이트 주소: jesus-arana.com 

이메일 주소:   coachjessarana@gmail.com 

후보자 대리인: Michelle Sanders 

대리인 전화번호: (310) 817-6679 

교육위원회 위원, 지구번호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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