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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명:                Karen Ruth Bass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 제공되지 않음 

           비디오 대본:      대본 제공되지 않음 

 
 
 
 

후보자 성명:                Rick J. Caruso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 제공되지 않음 

비디오 대본:      대본 제공되지 않음 

우편 주소:      101 The Grove Dr. 

       Los Angeles, CA  90036 

주간 전화번호:     (213) 674-1454 

선거본부 주소:                           동일 

선거본부 전화번호:                                    동일 

웹사이트 주소:     carusocan.com 

이메일 주소:      info@carusocan.com 

후보자 대리인:               Lex Olbrei 

대리인 전화번호:                         (213) 674-1454 

 
 
 
 
 
 
 
 
 
 
 
 

 

인증된 후보자 비디오 및 연락처 

 

시장 

https://carusocan.com/
mailto:info@carusoc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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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명:                Hydee Feldstein Soto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 재생하기 

비디오 대본:      대본 보기 

우편 주소:      P.O. Box 351207 

       Los Angeles, CA  90035 

주간 전화번호:     (310) 709-5504 

선거본부 주소:                           15760 Ventura Blvd., #700 

       Encino, CA  91436 

선거본부 전화번호:                                             (213) 984-9586 

웹사이트 주소:     hydeeforcityattorney.com 

이메일 주소:      hydeefeldsteinsoto@gmail.com 

후보자 대리인:               Danette Garcia / Robb Korinke 

대리인 전화번호:                         (213) 984-9586 / (415) 235-2257 

 
 
 
 

후보자 성명:                Faisal M. Gill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 재생하기 

비디오 대본:      대본 보기 

웹사이트 주소:     gillforla.com 

이메일 주소:      info@gillforla.com 

 
 
 
 
 
 
 
 

  

시 검사 

https://www.hydeeforcityattorney.com/
hydeefeldsteinsoto@gmail.com
http://www.gillforla.com/
mailto:info@gillforla.com
https://clkrep.lacity.org/election/Feldstein-Soto_Nov22_Korean.pdf
https://youtu.be/VurUKB_ZNic
https://clkrep.lacity.org/election/Gill_Nov22_Korean.pdf
https://youtu.be/88LQXaU3j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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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명:                Kenneth Mejia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 재생하기 

비디오 대본:      대본 보기 

우편 주소:      1001 Wilshire Blvd., #102 

       Los Angeles, CA  90017 

주간 전화번호:     (818) 800-7231 

선거본부 주소:                           동일 

선거본부 전화번호:                                    동일 

웹사이트 주소:     mejiaforcontroller.com 

이메일 주소:      kenneth@mejiaforcontroller.com 

후보자의 대리인:               Jane Nguyen 

대리인 전화번호:                        (630) 835-5601 

 
 
 
 

후보자 성명:                Paul Koretz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 재생하기 

비디오 대본:      대본 보기 

우편 주소:      419 N. Larchmont Blvd., #3 

       Los Angeles, CA 90004 

주간 전화번호:     (213) 448-6646 

선거본부 전화번호:                                            동일 

웹사이트 주소:     koretzforla.com 

이메일 주소:      koretzforla@gmail.com 

후보자 대리인:               Parke Skelton 

대리인 전화번호:                         (323) 253-9162 

 
 
 
 
 

시 회계 감사관 

https://mejiaforcontroller.com/
mailto:kenneth@mejiaforcontroller.com
https://koretzforla.com/
mailto:koretzforla@gmail.com
https://clkrep.lacity.org/election/Mejia_Nov22_Korean.pdf
https://youtu.be/IfMbJg3n-yM
https://clkrep.lacity.org/election/Koretz_KOR.PDF
https://youtu.be/J6zHKjmja_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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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명:                Katy Young Yaroslavsky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 재생하기 

비디오 대본:      대본 보기 

주간 전화번호:     (310) 896-5455 

선거본부 팩스번호:                          동일 

웹사이트 주소:     katyforla.com 

이메일 주소:      info@katyforla.com 

 
 
 
 

후보자 성명:                Sam Yebri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 재생하기 

비디오 대본:      대본 보기 

우편 주소:      16633 Ventura Blvd., Suite 1008 

       Encino, CA 91436 

주간 전화번호:     (818) 600-1836 

선거본부 주소:                           동일 

선거본부 전화번호:                                    동일 

웹사이트 주소:     samforla.com 

이메일 주소:      info@samforla.com 

후보자 대리인:               Sam Yebri 

대리인 전화번호:                         (818) 600-1836 

 
  

시의회 의원, 제 5 선거구 

 
 

https://katyforla.com/
info@katyforla.com
https://samforla.com/
info@samforla.com
https://clkrep.lacity.org/election/Yaroslavksy_Nov22_Korean.pdf
https://youtu.be/RfIDnxEgEdM
https://clkrep.lacity.org/election/Yebri_KOR.PDF
https://youtu.be/qP9n33LjO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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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명:                Erin Darling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 재생하기 

비디오 대본:      대본 보기 

우편 주소:      1 W. Manchester Blvd., #700 

       Inglewood, CA 90301 

주간 전화번호:     (310) 817-6679 

선거본부 주소:                           동일 

선거본부 전화번호:                                             동일 

선거본부 팩스번호:                                    (310) 672-6679 

웹사이트 주소:     erindarling11.com 

이메일 주소:                erindarling@erindarling11.com 

후보자 대리인:               Lucy Petrow 

대리인 전화번호:                          (203) 253-4191 

 
 
 
 

후보자 성명:                Traci Park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 재생하기 

비디오 대본:      대본 보기 

우편 주소:      2554 Lincoln Blvd., #158 

       Venice, CA 90291 

주간 전화번호:     (424) 402-8179 

선거본부 주소:                           2852 S. Barrington Ave. 

       Los Angeles, CA 90064 

선거본부 전화번호:                                            동일 

웹사이트 주소:     tracipark.com 

이메일 주소:      info@tracipark.com 

후보자 대리인:               Rick Taylor 

대리인 전화번호:                         (310) 266-3021 

 

시의회 의원, 제 11 선거구 

 

 

 

https://www.erindarling11.com/
mailto:erindarling@erindarling11.com
https://tracipark.com/
mailto:info@tracipark.com
https://clkrep.lacity.org/election/Darling_Nov22_Korean.pdf
https://youtu.be/KsaMRRBJkOY
https://clkrep.lacity.org/election/Park_Nov22_Korean.pdf
https://youtu.be/MLtRLafyf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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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명:                Mitch O’Farrell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 재생하기 

비디오 대본:      대본 보기 

우편 주소:      658 Larchmont Blvd. 

       Los Angeles, CA  90004 

주간 전화번호:     (818) 359-5536 

선거본부 주소:                          동일 

선거본부 전화번호:                                   동일 

웹사이트 주소:     mitchofarrell2022.com 

이메일 주소:      info@mitchofarrell2022.com 

후보자 대리인:               Orrin Evans 

대리인 전화번호:                         (818) 359-5536 

 
 
 
 

후보자 성명:                Hugo Soto-Martinez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 재생하기 

비디오 대본:      대본 보기 

우편 주소:      16633 Ventura Blvd., #1008 

       Encino, CA  91436 

주간 전화번호:     (213) 412-0448 

선거본부 주소:                           동일 

선거본부 전화번호:                                    동일 

웹사이트 주소:     hugo2022.com 

이메일 주소:      contact@hugo2022.com 

후보자 대리인:               Jesse Alson-Milkman 

대리인 전화번호:                         718) 757-9641 

 
  

시의회 의원, 제 13 선거구 

 

https://mitchofarrell2022.com/
mailto:info@mitchofarrell2022.com
https://www.hugo2022.com/
contact@hugo2022.com
https://clkrep.lacity.org/election/OFarrell_KOR.PDF
https://youtu.be/KI-PQquJASI
https://clkrep.lacity.org/election/Soto-Martinez_Nov22_Korean.pdf
https://youtu.be/7u5h5pvx96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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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명:                Danielle Sandoval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 재생하기 

비디오 대본:      대본 보기 

우편 주소:      612 N. Avalon Blvd. 

       Wilmington, CA  90744 

주간 전화번호:     (310) 872-3928 

선거본부 주소:                           동일 

선거본부 전화번호:                                              동일 

선거본부 팩스번호:                                    동일 

웹사이트 주소:     sandoval4la.com 

이메일 주소:      info@sandoval4la.com 

후보자 대리인:               Joseph Ramirez 

대리인 전화번호:                        (424) 757-2563 

 
 
 

후보자 성명:                Tim McOsker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 재생하기 

비디오 대본:      대본 보기 

우편 주소:      777 S. Figueroa St., Suite 4050 

       Los Angeles, CA  90017 

주간 전화번호:     (310) 748-6495 

선거본부 주소:                           699 S. Gaffey St. 

       San Pedro, CA 90731 

선거본부 전화번호:                                             (310) 421-8597 

선거본부 팩스번호:                                   (310) 872-5063 

웹사이트 주소:     timmcosker.com 

이메일 주소:      info@timmcosker.com 

후보자 대리인:               Sergio Carrillo 

대리인 전화번호:                         (310) 748-6495 

 

시의회 의원, 제 15 선거구 

 

https://www.sandoval4la.com/
info@sandoval4la.com
https://www.timmcosker.com/
mailto:info@timmcosker.com
https://clkrep.lacity.org/election/Sandoval_Nov22_Korean.pdf
https://youtu.be/fsT60TwmFPE
https://clkrep.lacity.org/election/McOsker_Nov22_Korean.pdf
https://youtu.be/7JtLn8xa_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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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명:                Maria Brenes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 재생하기 

비디오 대본:      대본 보기 

우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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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Rocío Rivas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 재생하기 

비디오 대본:      대본 보기 

우편 주소:      4734 Baltimore St. 

       Los Angeles, CA  90042 

웹사이트 주소:     drrivasforschoolboard.com 

이메일 주소:      drrivasforschoolboard@gmail.com 

후보자 대리인:               Matt Miller 

대리인 전화번호:                         (818) 792-2718 

 
 
 
 
 
 

  

교육위원회 위원, 제 2 지구 

 

https://www.mariaforlaschools.com/
mariabrenes4lausdschoolboard@gmail.com
https://www.drrivasforschoolboard.com/
drrivasforschoolboard@gmail.com
https://clkrep.lacity.org/election/Brenes_KOR.PDF
https://youtu.be/afM4nGJFuKI
https://clkrep.lacity.org/election/Rivas_Nov22_Korean.pdf
https://youtu.be/Z3wfbpsA2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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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명:                Marvin A. Rodríguez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 재생하기 

비디오 대본:      대본 보기 

우편 주소:      9504 Roslyndale Ave. 

       Arleta, CA  91331 

주간 전화번호:     (818) 825-9142 

선거본부 주소:                           동일 

선거본부 전화번호:                                             동일 

웹사이트 주소:     marvinrodriguez2022.com 

이메일 주소:      rodriguez.marvin2022@gmail.com 

후보자 대리인:               Janette Rodríguez 

대리인 전화번호:                         (818) 399-6546 

 
 
 
 

후보자 성명:                Kelly Gonez 

후보자 비디오:     비디오 제공되지 않음 

비디오 대본:      대본 제공되지 않음 

웹사이트 주소:     kellygonez.com 

교육위원회 위원, 제 6 지구 

 

https://www.marvinrodriguez2022.com/
rodriguez.marvin2022@gmail.com
https://www.kellygonez.com/
https://clkrep.lacity.org/election/Rodriguez_Nov22_Korean.pdf
https://youtu.be/NXYKBfidCk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