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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이름: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 대본:  

Jesse Nathaniel Forte 

비디오 재생하기 

대본 보기 

우편주소:  407 W. 7th St., #208 

San Pedro, CA 90731 

선거본부 주소: 같음  

웹사이트: youngrevminds.com 

이메일: fortejesse@yahoo.com 

후보자 이름:  Raul Aguiar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가 제공되지 않음 

비디오 대본:  대본이 제공되지 않음 

우편주소: 57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 90062 

주간 전화번호: (323) 861-2973 

선거본부 주소: 같음  

선거본부 전화번호: 같음  

이메일: roygmj@yahoo.com 

후보자 이름:  Douglas Paul Nichols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가 제공되지 않음 

비디오 대본:  대본이 제공되지 않음 

우편주소: 1853 Lincoln Blvd. 

Santa Monica, CA 90404 

주간 전화번호: (626) 598-3212 

선거본부 주소: 같음  

선거본부 전화번호: 같음  

웹사이트: Nicholsforlamayor.com 

이메일: Nicholsforlamayor@gmail.com 

시장 

공증 기명 후보자 비디오 및 연락처 

http://www.youngrevminds.com/
mailto:fortejesse@yahoo.com
mailto:roygmj@yahoo.com
https://nicholsforlamayor.com/
mailto:Nicholsforlamayor@gmail.com
https://youtu.be/zoqF9PMnX-I
https://clkrep.lacity.org/election/Forte_KOR.PDF


 
LOS ANGELES 시 선거 

예비선거  
2022 년 6 월 7 일 

 

페이지 2 / 5 

 

KOR

R 

 

후보자 이름:       Michael Estrada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가 제공되지 않음 

비디오 대본:       대본이 제공되지 않음 

우편주소:       453 W. 42nd St. 

        Los Angeles, CA 90037 

주간 전화번호:      (213) 705-3083 

선거본부 전화번호:      같음  

이메일:       estradaelectric72@gmail.com 

 

후보자 이름:       G. Juan Johnson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 재생하기 

비디오 대본:       대본 보기 

우편주소:       1522 Hi Point St., #9 

        Los Angeles, CA 90035 

주간전화번호:      (323) 807-3099 

선거본부 주소:      같음  

선거본부 전화번호:      같음  

웹사이트:       2020committeetoelectjohnson.com/johnsonformayor-2022 

이메일:       johnson4lamayor4fairhousing@gmail.com 

 

후보자 이름:       Messiah Truth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가 제공되지 않음 

비디오 대본:       대본이 제공되지 않음 

 

후보자 이름:       William “Rodriguez” Morrison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가 제공되지 않음 

비디오 대본:       대본이 제공되지 않음 

우편주소:       2728 Cincinnati St. 

        Los Angeles, CA 90033 

주간번호:       (323) 907-8800 

선거본부 주소:      같음  

선거본부 전화번호:      (323) 427-1126 

선거본부 팩스번호:      (323) 261-6453 

웹사이트:       williamrodriguez4lamayor.com 

이메일:       morrison4lamayor2022@yahoo.com 

후보자 대리인:      Cassandra Williams 

대리인 전화번호:      (424) 703-0294 

 

 

 

mailto:estradaelectric72@gmail.com
https://youtu.be/LrFjGrIgH2c
https://clkrep.lacity.org/election/Johnson_KOR.PDF
https://www.2020committeetoelectjohnson.com/johnsonformayor-2022
mailto:johnson4lamayor4fairhousing@gmail.com
https://www.williamrodriguez4lamayor.com/
mailto:morrison4lamayor2022@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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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이름:       Elaine Alaniz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가 제공되지 않음 

비디오 대본:       대본이 제공되지 않음 

우편주소:       1725 W. 6th St., #402 

        Los Angeles, CA 90017 

주간 전화번호:      (818) 795-9597 

선거본부 주소:      633 W. 5th St., 28th Floor, #28072 

        Los Angeles, CA 90071 

선거본부 전화번호:      (323) 301-3270 

웹사이트:       elainereadytoservedistrict1.vote 

이메일:       elainealanizcitycouncil2022@gmail.com 

 

 

 

  

시의회 의원, 제 1 지구 

 

https://elainereadytoservedistrict1.vote/
mailto:elainealanizcitycouncil20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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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이름:       Adriana Cabrera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가 제공되지 않음 

비디오 대본:       대본이 제공되지 않음 

웹사이트:       adrianaforla.com 

이메일:       team@adrianaforla.com 

 

후보자 이름:       Miguel Lemus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가 제공되지 않음 

비디오 대본:       대본이 제공되지 않음 

우편주소:       858 E. Martin Luther King Jr. Blvd. 

        Los Angeles, CA 90011 

전화번호:       (323) 394-9137 

웹사이트:       miguelilemusforcitycouncil2022.org 

이메일:       azulmil@hotmail.com 

 

 

 

 

 

 

 

 

 

 

 

 

 

 

 

 

 

 

 

 

 

 

 

시의회 의원, 제 9 지구 

 

https://www.adrianaforla.com/
mailto:team@adrianaforla.com
https://www.miguelilemusforcitycouncil2022.org/
mailto:azulmil@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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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이름:       Miho Murai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 재생하기 

비디오 대본:       대본 보기 

우편주소:       852 N. Bunker Hill Ave., #105 

        Los Angeles, CA 90012 

주간 전화번호:      (323) 863-5226 

선거본부 전화번호:      같음  

선거본부 팩스번호:      (213) 265-7688 

웹사이트:       https://linktr.ee/miho4schoolboard  

이메일:       murai4schoolboard@gmail.com 

 

 

 
 

 

 

교육위원회 위원, 제 2 지구 

 

https://youtu.be/ol4eROnaIGM
https://clkrep.lacity.org/election/Murai_KOR.PDF
https://linktr.ee/miho4schoolboard
mailto:murai4schoolboard@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