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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커뮤니티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산타페스프링스 시의원 후보 ‘조 앙헬 자모라’

2020년 대통령 선거 및 캘리포니아 총선거가 11월 

3일로 다가 왔다. 이날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상·하

원의원들이 선출되고, 캘리포니아에서는 그에 더해 

주 상원과 하원 및 각종 지자체직들을 선출하게 된

다. 타운뉴스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재선에 도전하

는 조 앙헬 자모라(Joe Angel Zamora) 현 산타페스

프링스 시의원을 만나 보았다. 

1. 본인 소개를 간략히 한다면
현재 산타페스프링스 시의원으로 봉사하고 있으

며 지역 교사로 일하고 있다. 이곳에서 태어났고 자

랐으며 다른 곳에서 사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다. 

학교는 캘스테이트 풀러튼 주립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다. 지역 시민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후원해

주시고 선출해 주신다면 시의회에서 산타페스프링

스시의 발전을 위한 일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

2. 산타페스프링스 시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실
적은?
시 전반에 걸쳐 도로와 도보 보수 공사를 지속적

으로 추진했으며, 시 공원과 간이 공원 지역에 추가

적으로 가로등 설치를 진행했다. 특히 교통 안전을 

위해 일단 정지 깜박이등을 대폭 설치 했다. 또한 우

리 지역의 가족, 청소년, 노인, 상이군인, 장애자 등

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 왔다. 대체적으로 내가 했었

던 공약은 다 지켰다고 생각한다. 

3. 선거 공약은?
첫째,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힘쓰겠다. 눈으로 확

인할 수 있는 경찰의 순찰 프로그램을 확립, 강화

할 것이고, 지역 사회의 수입원이 반드시 지역사회

의 안녕을 위해 사용되도록 할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의 경제 개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

다. 현재 지역 내에 비어 있는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

해 새로운 전략과 파트너십을 수립하도록 노력할 것

이고, 질 좋은 쇼핑과 외식 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새

로운 상권을 유치할 것이다.

셋째, 노인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이다. 녹색 공간을 재활성화 시켜서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활동 공간을 마련해 주고, 노인들을 위해서

는 지속 가능한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

키려고 한다. 

4. 산타페스프링스시의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생
각은?
내가 경험한 한인 커뮤니티의 사람들은 대체로 교

회를 열심히 다니며 강한 기업가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활발한 에너지를 가지고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항상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기

회를 찾고 있다고 본다. 산타페스프링스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공헌을 하고 있고 믿는다. 

5. 본인과 한인 커뮤니티와의 관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도 많고 선출직 공

인터뷰

무원이 된 한인들과도 친분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신앙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공식적으로는 우리 지

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의논을 한다. 서로 공유

하는 점이 많다. 사업상, 혹은 미래 발전 가능성에 관

해 우리 지역 사회에서 한인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

는 관심사나 문제점에 대해 항상 귀를 열고 있다. 한

인 커뮤니티의 성공과 직업 창출 능력은 산타페스

프링스 같은 소도시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6. 한인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한 노력은?
열린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한인 커뮤니티가 

번성하고 지역사회와 학교, 그리고 정부 기관과 긴

한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

각한다. 한인 커뮤니티와 더욱 접하고 강력한 유

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7.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제 선거 구호는‘I live here, I work here, I care! Vote 

Joe Angel Zamora (저 여기 삽니다. 저 여기서 일합

니다. 저는 관심을 기울입니다. 조 앙헬 자모라에게 

투표 하십시오!’입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 아직까지 여기서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누구

보다 이 지역을 잘 알고 사랑합니다. 다시 지역사회

를 위해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 재선에 도전하는 조 앙헬 자모라 산타페스프링스 시의원. 

                                                사진= 조 앙헬 자모라 시의원

▲ 사진=페이스북(산타페스프링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