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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로스앤젤레스시 및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 교육 
위원회(LAUSD, 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 Board of 
Education) 선거 기부자에게 적용되는 선거자금법에 대한 
개요입니다. 법률은 복잡할 수 있지만 윤리 위원회는 귀하의 기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 및 LAUSD 선거에 적용되는 선거자금법(본 안내서에서 언급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 

로스앤젤레스시 헌장(헌장) §§ 470, 609(e), 803 로스앤젤레스 
시 규정(LAMC, Los Angeles Municipal Code) §§ 49.5.1 이하 

참조 로스앤젤레스 행정법(LAAC, Los Angeles Administrative 
Code) §§ 24.31 이하 참조 

 
주 

캘리포니아 교육법(Cal. Ed. Code, California Education Code) 
§§ 7054-7055 캘리포니아 형법(Cal. Pen. Code, California Penal 

Code) § 85 
 

1974년 정치 개혁법: 
캘리포니아 정부법(Cal. Gov’t Code, California Government Code) §§ 81000 

이하 참조,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장(2 CCR) §§ 18109 이하 참조 
 

연방 
미국법, 제52장(52 U.S. Code) §§ 30118(a), 30121(a) 연방규정집, 

제11장(11 CFR) § 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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챕터 1기부 
 
 

기부는 후보자 또는 위원회에 금전적 지불 또는 비금전적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되 그와 동등하거나 더 큰 가치의 대가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1 

 
금전적 기부에는 현금 외에도 수표, 신용 카드 지불, 전자 송금, 대출 및 
집행 가능한 지불 약속이 포함됩니다. 

 
비금전적 기부의 사례에는 모금 행사를 위한 식음료, 인쇄 서비스 
기부, 후보자가 제작한 자료의 복제 또는 배포,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지 않는 할인 또는 리베이트가 포함됩니다. 수령인이 요청할 
경우 비금전적 기부금의 가치에 대한 서면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2 

따라서 비금전적 기부에 관한 자세한 기록을 보관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기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개인 시간을 할애하거나 서비스로서 제공하는 자원 봉사. 단, 한 
달에 보수가 지급되는 시간의 10% 이상을 정치적 목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주인 
경우는 예외. 또는 

 
•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진행되며 귀하가 비용을 지불하고 총 비용이 

500달러 이하인 모금 행사 
 
 
 
 
 
 
 
 
 
 
 
 
 
 
 

1 Cal. Gov’t Code § 82015. 
 2 Cal. Gov’t Code § 8430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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챕터 2 기부자 
 
 

기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주법 상, 개인은 개인, 사업체 또는 기타 
유형의 법인으로 정의됩니다.3 

 
배우자의 기부금은 별도의 기부금으로 처리됩니다.4 18세 미만 아동의 
기부금은 부모의 기부금으로 추정되며 각 부모에게 절반 또는 한 부모에게 
전적으로 귀속됩니다.5 

 
경우에 따라 두 명 이상이 기부한 금액을 "합산"하여 한 사람이 기부한 
것으로 간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6 다음 도표에서 A열에 기재된 
개인의 기부와 B열의 해당되는 개인의 기부는 합산되어야 합니다. 

 
A열 + B열 

개인 + 첫 번째 개인의 기부 활동을 관리하는 다른 개인 

사업체 + 사업체의 기부 결정에 참여하고 개인적으로 
기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사업체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 

위원회 + 위원회의 기부 결정에 참여하고 개인적으로 
기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위원회 자금의 
최소 20%(단독 또는 유사하게 기부가 금지된 
다른 사람들과 함께)를 제공하는 자 

 
(다음 페이지에 계속) 

 
 
 
 
 
 

3 Cal. Gov’t Code § 82047. 
4 LAMC § 49.7.5(A), Charter § 803(o). 
5 LAMC § 49.7.5(B), Charter § 803(o). 
6 LAMC § 49.7.4, Charter § 803(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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챕터 2 - 기부자 
 
 
 
 
 

A열 + B열 
후원 받은 위원회 + 후원 조직(Gov’t Code § 82048.7 참조). 

기관 + 첫 번째 기관의 이사회 과반수를 공유하는 또 
다른 기관 

기관 + 첫 번째 기관의 임원 과반수를 공유하는 다른 
기관(이사진에만 소속된 임원은 제외) 

법인 또는 유한책임회사(LLC) + 첫 번째 법인 또는 LLC와 
동일한 대주주 또는 구성원을 공유하거나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다른 법인 또는 
LLC 

법인 + 첫 번째 법인과 모회사-자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최소한 하나의 법인이 상장되지 
않은 경우) 

개인 + 개인이 최소 50%의 투자금을 소유하거나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법인, LLC, 회사, 
조인트 벤처, 신디케이트, 사업 신탁, 회사 또는 
기타 사업체(단독 비법인기업이나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 제외). 

개인 + 개인이 소유하는 단독 비법인기업 

합명회사 + 합명회사가 최소 50%의 투자금을 소유하거나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 

 

합산된 개인의 기부금 총액에는 최저 기부 한도가 적용됩니다. 한 명의 개인이 
기부를 금지 당하게 되면 해당 개인의 기부와 합산된 다른 개인들의 기부 또한 
금지됩니다. 

 
선거 운동 중 또는 선거 후에 윤리 위원회 직원이 귀하에게 연락하여 귀하의 
기부금을 다른 사람의 기부금과 합산해야 할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서면 양식을 작성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 
귀하는 예비 선거에서 시의회 후보자 Juniper의 선거위원회에 
800달러를 기부합니다. Juniper 후보가 총선에 진출하면 그녀의 총선 
위원회에 추가로 800달러를 기부할 수 있습니다. 

사례: 
귀하는 LAUSD 후보자 Cedar의 예비 선거위원회에 1,300달러를 
기부합니다. 선거가 끝난 후, Cedar 후보가 예비 선거에서의 선거 
운동 부채를 탕감하기 위한 모금 행사를 개최합니다. 귀하는 예비 
선거에 허용되는 최대 한도 금액을 이미 기부했기 때문에 추가 
기부를 할 수 없습니다. 

 
 

챕터 3 기부자 한도 
 
 

A. 선거 위원회 
 

시 법은 한 사람이 한 선거에서 한 후보자에게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합니다. 예비 선거와 총선거는 별도의 선거로 간주됩니다. 기부 
한도는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의 변동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조정되며, 윤리 위원회는 매년 3월에 업데이트된 한도를 
발표합니다.7 

 
1인당 기부 한도 2022년  
일반 선거 

사무국 선거 1건당 기부 한도 
시의회 800달러 

시장, 시 검사, 감사관 1,500달러 
LAUSD 1,300달러 

 
 

 

 
 
 
 
 
 
 

7 LAMC § 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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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Sequoia 후보는 최근 시의회에 선출되었습니다. 귀하는 그의 예비 
선거 운동에 800달러, 총선거 운동에 800달러를 기부했습니다. 
Sequoia 시의원은 취임 선서를 하고 자신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공직자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귀하는 Sequoia 
의원의 공직자 위원회에 회계 연도당 최대 800달러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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챕터 3 - 기부자 한도 
 
 

B. 공직자 및 법률 보호 위원회 
 

개인이 회계 연도 기준으로 시 공직자 또는 법률 보호 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는 
금액에도 유사한 한도가 적용됩니다. 시의 회계 연도는 7월 1일에 시작하여 
6월 30일에 종료됩니다. 

 
2020-21 회계 연도 1인당  
기부 한도 
시 위원회 회계 연도 한도 

공직자(시의회) 800달러 
공직자(시장, 시 검사, 감사관) 1,600달러 
법률 보호 위원회(모든 시 후보/공직자) 1,600달러 

 
시는 선거 운동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 한, 이러한 유형의 
LAUSD 위원회를 관장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LAUSD 선거 기부금 
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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챕터 4 
금지된 기부 

 
 

특정 상황에서 또는 특정 기부자의 경우 해당 기부가 금지됩니다. 
 

A. 시 선거 
 

금지된 기부 시 선거 

상황 
돈세탁 귀하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기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을 변상해 주거나, 귀하의 
이름으로 기부한 것에 대해 변상받을 수 없습니다. 

대가성 공식 조치를 취하는 대가로 선거 기부를 하거나 
기부를 제안할 수 없습니다. 

시 건물 시청, 시 소유 사무실 또는 건물, 또는 시에서 
비용을 지불하거나 시 공무원 또는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사무실이나 건물에서는 
기부를 하거나 기부금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시의 
직위 또는 자원의 오용에 관한 시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이는 조직적인 선거 활동을 위해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 소유 사무실 또는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편으로 발송한 기부금의 
경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후보자, 후보자의 
선거자금관리부 또는 후보자의 선거 위원회에 
전달된다면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시 직원 시 공직 후보자는 매우 제한된 시나리오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시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고의로 기부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각주8, 9, 10, 11 

 
 

8 돈세탁: Charter § 470(k); Cal. Gov’t Code § 84301. 
9 대가성: LAMC § 49.5.5(C); Cal. Pen. Code § 85. 
10 시 건물: LAMC § 49.7.11(B)(2); LAMC § 49.7.11(B)(2)(a); LAMC § 

49.7.11(B)(2)(b). 
11  시 직원: Cal. Gov’t Code § 3205; LAMC § 49.7.11(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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챕터 4 - 금지된 기부 
 
 
 
 
 

금지된 기부 시 선거 

기부자 
해외 국적자 연방법에 따라 외국인이 선거 캠페인에 

기부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는 미합중국 
시민이 아닌 사람, 합법적인 미 영주권 자격이 
없는 사람, 외국 기업 또는 파트너십, 외국을 주 
사업장으로 하는 조직에 해당됩니다. 외국인이 
소유한 외국 또는 미국 법인의 미국 자회사도 
기부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국립 은행 또는 연방 
법인 

연방법에 따라 국립 은행과 연방 법인이 선거 
캠페인에 기부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로비스트 또는 로비 회사 로비스트 또는 로비 회사는 후보자가 출마하는 
직위 또는 후보자가 현재 소속된 시 기관에 대한 
로비 담당으로 등록되거나 등록되어야 하는 
경우 시 후보자에게 기부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입찰자 또는 계약자 10만 달러 이상 가치가 있는 특정 계약과 관련된 
시 입찰자, 계약자, 하청업체, 인수자 및 본인은 
특정 시 후보자 및 공무원에게 선거 기부금을 
제공하거나 금지된 모금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개발자 2022년 총선부터 중요 계획 입안권(법으로 
정의됨) 신청과 관련하여 제약이 적용되는 
개발자 및 본인은 시 후보자 및 공직자에게 
기부해서는 안 됩니다. 

각주12, 13, 14, 15, 16 

 
 

12 해외 국적자: 52 U.S. Code § 30121(a); 11 CFR § 110.20. 
13 국립 은행 또는 연방 법인: 52 U.S. Code § 30118(a). 
14 로비스트 또는 로비 회사: Charter § 470(c)(11). 
15  입찰자 또는 계약자: Charter §§ 470(c)(12), 609(e); LAMC §§ 49.7.35, 49.7.36. 
16 개발자: LAMC § 49.7.37. 

7 



챕터 4 - 금지된 기부 
 
 

B. LAUsd 선거 
 

금지된 기부 LAUsd 선거 

상황 
돈세탁 귀하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기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을 변상해 주거나, 귀하의 기부에 
대해 변상받을 수 없습니다. 

대가성 투표하거나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을 대가로 선거 
기부를 하거나 기부를 제안할 수 없습니다. 

LAUSD 시설 LAUSD 시설은 합법적인 임대 또는 허가 외에 
후보자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LAUSD 직원 LAUSD 자원은 후보자 또는 투표 법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직원 
조직은 LAUSD 부지에서 근무 외 시간 동안 투표 
법안을 지지하거나 무효화하기 위해 직원에게 
기부를 요청하고 기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자 
해외 국적자 연방법에 따라 외국인이 선거 캠페인에 기부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는 미합중국 시민이 아닌 사람, 
합법적인 미 영주권 자격이 없는 사람, 
외국 기업 또는 파트너십, 외국을 주 사업장으로 하는 
조직에 적용됩니다. 외국인이 소유한 외국 또는 미국 
법인의 미국 자회사도 기부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국립 은행 또는 연방 
법인 

연방법에 따라 국립 은행과 연방 법인이 선거 
캠페인에 기부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각주17, 18, 19,20, 21, 22 

 
선거 기부는 강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압력을 받거나 위협을 당하거나 기부의 
대가로 허용되지 않는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나 금지된 기부를 
요청받는 경우에는 윤리 위원회에 문의하십시오. 

 

17 돈세탁: Charter § 803(j); Cal. Gov’t Code § 84301. 
18 대가성: Cal. Pen. Code § 85. 
19 LAUSD 시설: Cal. Ed. Code §§ 7054-7055; LAUSD Board Rule 1267. 
20 LAUSD 직원: Cal. Ed. Code §§ 7054-7055, LAUSD Board Rule 1267. 
21 해외 국적자: 52 U.S. Code § 30121(a); 11 CFR § 110.20. 
22 국립 은행 또는 연방 법인: 52 U.S. Code § 301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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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귀하는 Redwood 시의회 후보의 총선 캠페인에 500달러를 기부합니다. 
선거 후 Redwood 시의원은 총선 기간 동안 발생한 선거 운동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계속해서 모금을 합니다.  1인당 기부 한도는 선거당 
800달러이므로 귀하는 선거 후 12개월까지 Redwood 시의원의 선거 
운동 위원회에 최대 300달러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챕터 5 모금 기간 
 
 

2022년 예비 선거는 6월 7일, 총선은 11월 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는 모금 기간이 시작될 때까지 선거 운동을 위한 기부를 
요청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2022년 선거 모금 기간은 다음 도표에 
명시된 날짜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모금 기간 2022년  
일반 선거 

사무국 시작일 
시장, 시 검사, 감사관 2020년 3월 8일 

시의회 2020년 9월 8일 
LAUSD 2020년 9월 8일 

 
후보자의 경우, 총선 후 12개월 동안 모금 기간이 지속 상태로 
유지됩니다.23 LAUSD 후보자의 경우 특정 선거일로부터 9개월 동안 모금 
기간이 지속 상태로 유지됩니다.24 

 
선거 후 기부금은 선거 운동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부 한도 및 금지 사항은 모든 선거 운동 모금 및 부채에 
적용됩니다. 

 

 
 
 
 
 
 
 

23  LAMC § 49.7.10(C). 
 24   Charter § 80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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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022년 선거에는 다수의 후보가 시장에 출마합니다. 예비 
선거에 출마하는 각 후보자에게 현금으로 30달러를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예비 선거에서 아무도 승선하지 못하면 총선에 
진출하는 각 후보자에게 현금으로 30달러를 다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챕터 6 기부 방법 
 
 

아래에 설명된 방법 중 한 가지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 관련 문서는 
반드시 보관해 둘 것을 권장합니다. 

 
• 현금. 선거당 후보자 1인당 현금 기부 한도는 30달러입니다.25 

 

 

• 자기앞 수표 또는 우편환. 자기앞 수표와 우편환은 기부 총액이 
99.99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26 

 
• 체킹 계좌. 수표 기부는 수표에 이름이 인쇄된 사람에게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수표에 두 명 이상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는 경우, 
수표와 함께 달리 명시된 문서가 동봉되고 해당 문서에 기부금이 
귀속되는 모든 개인이 서명하지 않는 한 기부금은 수표에 서명을 한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수표에 이름이 인쇄된 두 명 이상의 개인이 
서명하는 경우, 수표와 함께 명시된 문서가 동봉되고 해당 문서에, 
수표에 서명한 모든 개인이 서명하지 않는 한 기부금은 각 
서명인에게 동등하게 귀속됩니다.27 

 
 
 
 
 
 
 
 
 
 

25   Charter §§ 470(d), 803(d). 
26  Cal. Gov’t Code § 84300(c). 

 27   2 CCR § 1853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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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귀하는 LAUSD 후보자 Aspen의 총선 위원회에 신용 카드로 
1천 달러를 기부합니다. 귀하는 귀하의 단독 비법인기업이 
사용하는 법인 신용 카드로 기부할 것임을 선거 위원회에 
알립니다. 
1인당 기부금 한도가 1,300달러이고 귀하와 귀하의 단독 
비법인기업의 기부금을 합산해야 하기 때문에 귀하와 귀하의 
단독 비법인기업이 Aspen 후보의 총선 위원회에 추가로 
기부하는 금액은 총 3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챕터 6 기부 방법 
 
 

• 신용 카드. 신용 카드로 기부하는 경우 선거 위원회에 개인 신용 
카드로 기부할지 또는 법인 신용 카드로 기부할지 여부를 
공개해야 합니다. 

 

 

• 문자 메시지. 단문 메시지 서비스, 멀티미디어 메시지 전송 서비스 
또는 기타 문자 메시지 기술을 통해 선거당 시 후보자 1인에게 
기부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30달러입니다.28 

 
암호 화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29 

 
 
 
 
 
 
 
 
 
 
 
 
 
 
 
 
 
 
 
 
 
 
 
 
 
 

28  LAMC § 49.7.6(B)(2). 
 29   2 CCR § 18215.4. 11 



사례: 
귀하는 에이플러스 튜터링 서비스(A+ Tutoring Services)라는 사업체를 
소유한 튜터로서 시 검사 후보자 Oak에게 기부합니다. Oak 후보의 
선거 운동 본부에 본인의 직책을 튜터, 교사, 교육자 또는 A+ 튜터링 
서비스에 고용된 유사한 직책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직책으로 
"교육" 또는 "교습"이라고 기재할 수 없으며 직책 또는 고용인으로 
"자영업자"라고 기재할 수 없습니다. 

 
 

챕터 7 기부자 정보 
 
 

귀하가 기부할 때마다 귀하의 정보가 수집됩니다. 선거 운동 본부가 
귀하로부터 다음 정보를 수집하고 난 뒤에 귀하의 기부금이 선거 운동 
본부의 체킹 계좌에 입금될 수 있습니다.30 

 
A. 이름 

 
본인의 법적 실명이어야 합니다. 

 
B. 주소 

 
거리 주소 및 호수(해당되는 경우), 시, 주 및 우편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편함이나 비즈니스 서비스 센터 박스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자금 매칭을 위해서는 거주지 주소가 필요합니다(이하 참조). 

 
C. 직책 및 고용인 

 
전문 분야(영업, 교육, 연예, 소프트웨어 등)는 직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은퇴했거나 전업 주부이더라도 직책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체 이름을 기재해야 합니다(자신을 
"자영업자"로 보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30  Charter § 803(r)(2); LAMC § 49.7.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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챕터 8 기부자 증명서 
 
 

시 선거 운동 본부는 위 정보 외에도 기부금이 법률을 준수함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취득해야 합니다.31 모든 시 기부의 경우 위증 시 처벌을 받으며 
다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주소, 직책 및 고용인에 관한 정보가 정확함 

 
• 기부금이 사업 자금인지 개인 자금인지 여부 

 
• 주소가 기부자의 거주지 주소인지 여부(개인의 경우) 

 
• 가명으로 기부한 것이 아님 

 
• 다른 사람의 명의로 기부한 것이 아님 

 
• 기부금이 누적 또는 합산으로 해당되는 기부 한도를 
초과하지 않음 

 
• 기부금은 상환되지 않았으며 상환되지 않을 것임 

 
• 기부자가 미합중국 시민 또는 합법적으로 승인된 미 
영주권자임 

 
• 금지된 로비스트 또는 로비 회사의 기부가 아님 

 
• 금지된 입찰자, 하청업체, 본인 또는 인수 회사의 기부가 아님 

 
• 제약이 적용되는 개발자나 본인의 기부가 아님(2022년 
총선부터 적용). 

 
 
 
 
 
 

31   LAMC § 49.7.1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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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Birch 후보는 귀하의 지역구에서 시의회에 출마하였고 매칭 펀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Birch 후보의 선거 운동에 
100달러의 적격 기부를 합니다. 귀하는 선거 위원회에 거주지 주소를 
알리고 기부자 증명서에 서명하여 제출합니다. 시는 귀하의 기부금에 
대한 매칭으로 Birch 후보자에게 공공 자금에서 600달러를 
제공합니다. 

사례: 
기부금이 500달러라는 점을 제외하고 위와 동일한 시나리오입니다. 
시의회 후보자의 경우 프로그램이 적격 기부자당 최대 114달러를 
매칭하기 때문에 시는 귀하의 기부금에 대한 매칭으로 Birch 후보에게 
공공 자금에서 684달러를 제공합니다. 

 
 

챕터 9 매칭 펀드 
 
 

시는 자격을 갖춘 후보자가 거액의 기부나 지나친 모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선거 운동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매칭 펀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 유권자들이 시 후보자를 위해 제정한 것으로 
LAUSD 후보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는 공공 자금을 받기 전에 특정 자격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에는 시 거주자의 적격 기부금에 대한 한도액 인상 및 시 거주자 또는 
시의회 후보자의 경우에는 시의회 선거구내 거주자 100명으로부터 최소 
5달러의 기부금 수령이 포함됩니다.32 

 
2022년 선거의 경우, 시의회 후보자에 대해 기부자당 최대 114달러가 
매칭될 수 있고, 시장, 시 검사 및 감사관 후보에 대해 기부자당 최대 
214달러가 매칭될 수 있습니다.33 적격 기부는 6:1 비율로 매칭됩니다. 즉, 
시에서 114달러의 적격 기부에 대한 매칭으로 684달러를, 214달러의 적격 
기부에 대한 매칭으로 1,284달러를 제공할 것입니다. 

 
기부금을 매칭 펀드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선거 운동 본부는 거주지 주소와 
기부자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34 

 

 

 

32   LAMC § 49.7.24(C)(2). 
33   LAMC § 49.7.24(C)(1). 

 34  LAAC § 24.32(b)(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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챕터 10 기타 
 
 

기부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다른 법률도 있습니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윤리 위원회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A. 고액 기부자 

 
주 및 지역 후보자에 대한 기부금이 연간 총 1만 달러 이상인 경우 Major 
Donor Committee Campaign Statement(고액 기부자 위원회 선거 운동 
진술서(캘리포니아 양식 461))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진술서의 
마감일과 제출 방법은 기부금의 유형과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35 고액 
기부자가 되면 단일 후보자에게 선거일 당일 또는 선거 90일 전에 총 
1천 달러 이상을 기부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24시간/10일 기부 
보고서(캘리포니아 양식 497)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36 

 
B. 독립 지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후보자와 별개로 비용을 지출하거나 
유발하는 경우 독립 지출 통지서(양식 57)를 제출하여 해당 활동 
내역을 공개해야 할 수 있습니다.37 또한 24시간 독립 지출 
보고서(캘리포니아 양식 496)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38   두 
양식 모두 선거일 당일 또는 선거 전 90일 이내에 필요 시 24시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선거 커뮤니케이션 내용에는 특정 
면책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39 후보자 또는 후보자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또는 그들과 함께 지출한 지출금은 독립 지출금이 아닙니다. 
대신, 기부 한도가 적용되는 비금전적 기부입니다.40 

 
C. 선물 

 
시 또는 LAUSD 후보자에게 선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수령인과의 
관계 및 선물의 가치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5  2 CCR § 18427.1(b). 
36  Cal. Gov’t Code § 84203; 2 CCR § 18427.1(b). 
37  LAMC § 49.7.31(C). 
38  Cal. Gov’t Code § 82036.5. 
39 LAMC §§ 49.7.31, 49.7.33; Charter §§ 803(s). 
40   LAMC §§ 49.7.2(A), 49.7.2(L); Charter §§ 803(a)(1)(A), 803(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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챕터 11 준수 
 
 

윤리 위원회는 시 및 LAUSD 선거 운동 자금법의 잠재적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41 

 
법을 위반하거나 다른 사람이 법을 위반하도록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사람은 행정법, 민형사상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42 윤리 위원회는 위반 
건당 5천 달러 또는 부적절하게 기부, 지출 또는 보고된 금액의 3배 중 더 
큰 금액에 상응하는 행정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43 윤리 위원회의 
집행 명령은 ethics.lacity.org/ data/more/enforcement-order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잠재적인 선거자금법 위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은 법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기밀로 처리되며 익명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더욱 상세할수록 윤리 위원회는 귀하의 민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thics.lacity.org/enforcement/#reportaviolation 

(800) 824-4825 
(213) 978-1999 

ethics.commission@lacity.org 

200 N. Spring Street 
Suite 2410 

Los Angeles, CA 90012 
 
 
 
 
 
 
 
 
 
 
 
 

41  Charter § 706. 
42   LAMC § 49.7.38, Charter §§ 470(o), 803(v). 

 43   Charter § 70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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