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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도 안강하심을 빕니다 

이번 Third Mutual 에 이사로 출마하도록 그동안 도와주신 한인회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 일 한인회 이사회에서 그동안 진행사항을 설명 드렸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보내드립니다. 

금년 선거는 11 명의 이사 중 4 명이 3 년 만기가 되어 다시 뽑는데, 만기다 된 4 명의 

이사중 3 명이 다시 출마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 선거에는 아직 출마하는 분들의 내용은 17 일이 되어야 알게되나, 대략 두 그릅이 

있습니다. 작년에 당선된 중국계  Rae Tso 를 포함한 4 명이 그동안 7 명의 기존 그룹에 

힘을 못쓰고 있었는데 이번선거에서 이 구릅이 2 명만 당선되어도 주도권을 잡게 되며, 

기존 다수 구릅은 작년에 소송을 했다가 끝가지 못하고 합의한 것으로 인하여 작년 

선거에서는 한명도 당선을 못 시켰습니다. 이번에 재선에 도전하는 3 명은 

기존  주구릅의 지도층으로서 치열한 선거운동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선거는 100% 우편투표이며, 9 월 2 일 발송 다음날이면 유권자가 받게 됩니다. 

한달동안 안에 기표하여 우편으로 보내면 10 월 2 일 마감을 하고 10 월 6 일 아침에 

결과를 이사회에서 발표합니다. 

선거용지는 소유자에게 보내지며, 소유자가 여기에 살지 않으면, 다른 지역이라도 

우편으로 보내집니다. 총 6,012 호가 있으며, 이들중 반 정도 투표를 하며 약 1,500 표 

정도가 당선권에 듭니다. 

아주 중요 한 것은 한집 선거에 4 명까지 투표할 수 있으나 한사람만 기표하면 4 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투표 절차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이중봉투로 된 투표는 기표하여 봉인 

서명하고 또 보내는 것 봉투에도 주소와 서명을 해야되며, 서명이 빠지면 열지도 

안합니다. 

저의 선거 전략은 8 월 22 일 저의 “destiny of a Running Horse,” 출판 서명회가 

캠페인 하이라트가 됩니다. 책을 이미 받으신분도 나오셔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국인회, 골프회, 출마자 위원회에서 여는 토론회를 참가합니다. 

저의 선거 Statement 는 다음과 같습니다. 

I’m a systems analyst, trained to study complex organizations like our Laguna 
Woods Village system, which needs to be studied if we are to make it work better—
and if elected, I promise to conduct that research. 

 I’m highly qualified to gather information about community issues and to analyze 
that data for publication. I’ve conducted hundreds of such studies and I taught 
many journalists to do similar studies over the course of my thirty-year teaching 
career.  

Many residents have expressed to me that one of the major challenges for our 
community is keeping our assessments down while maintaining our programs and 
pleasant living environment. I promise to work hard to find ways to meet those 
challenges.  

I’m a trained parliamentarian and team player, skilled in developing consensus 
among people of varying backgrounds and opinions. As a retired college professor, 
I’m also an experienced communicator and I’ll use my communication skills to 
facilitate a meaningful exchange of ideas between Village residents and the Third 
Mutual Board. 

  



그동안 저널리스트 교육을 위한 연구 방법론을 전공하고 또 30 년을 강의 하며 미국 

많은 지역사회문제를 연구 조사하여 기사를 만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별로 잘 돌아가지 

않는 우리 Village 를 우선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기초로 우리 지역사회를 좀 더 좋게 

만드는데 기여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당선되면, 한인의 위상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 선거운동 하는데 주의 사항입니다. 

  

1.    Distribution of Material 

  

Door-to-door distribution of Materials shall be permitted as long 

as the act of distributing such Materials does not rise to the level 

of creating a nuisance for Laguna Woods Village residents. 

  

Material that is distributed door-to-door may only be left on the 

surface of the thresholds of front doors. Material may not be 

hung from doorknobs nor placed in USPS delivery points, nor left 

on vehicles in carports. 

  

  

 Posting of Material 

  

Posting locations are limited to those areas reserved for posting, 

Such as Laundry Room bulletin boards and are available only for 



residents. 

  

Only one posting per subject matter is allowed on the posting 

site, per individual 

  

The size of the posting shall not exceed 6" by 8" to allow space 

for other postings. 

  

Each posting by a resident must identify the posting individual's 

name and posting date. 

  

Any Material considered lewd, libelous or vulgar is not permitted. 

  

Postings shall be removed after thirty ( 30) days. 

  

All Material must comply with state and federal laws. 

  

Postings that do not comply with these rules will be subject to be removal.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장원호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