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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반 유는 캘리포니아의 다음 회계감사관직을 위한  

주전역 캠페인으로 출마를 선언합니다 
 

소기업여성이자 몬트레이 파크 시장이 주의 최고재무관직에 출마를 선언합니다.    
 

몬트레이 파크, 캘리포니아 (6 월 3 일 목요일) – 오늘, 성공한 경제전문가이자 몬트레이 파크 

시장인 이반 유는 캘리포니아의 다음 회계감사직에 출마를 공식 선언하였습니다. 만일 

당선되면, 유는 최초로 이민자인 회계감사관이 됩니다.   

 

 “15 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희는 홍콩에서 미국으로 이민왔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딸 

3 명을 키우려고 겪은 어려움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라고 유는 말했습니다. 회계감사관으로 

저는 이민자, 유색인종 커뮤니티, 여성, 어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한 기회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를 위한 강력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이반은 25 년동안 재정 및 투자상담가로 근무했습니다. 12 년 전에,  이반은 10 억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는 본인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전부 40 세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과거에 찰스 

슈왑과 시티은행에서 재정상담사였고 이트레이드에서 지점장이었으며 메릴린치에서 5 개 국제 

지점과 53 명 재정상담사와 40 억 달러 자산을 관리하는 지부장이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반은 여성이 경제지식을 배우는 것을 우선시하였습니다. 이반은 

캘리포니아에서 여성과 유색인종 커뮤니티, 이민자, 청년을 도와주기 위해 개인재산을 

관리하고 가계부를 가르치고, 저금하고 대학교 등록금을 내는 방법과 은퇴연금을 준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회계감사관은 빈곤한 커뮤니티에 경제교육을 하고,  공공 연금을 보호하고, 정부의 

재정투명성을 홍보하고, 캘리포니아의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강력한 목소리가 

되어야합니다.”라고 유가 말했습니다. “저는 투자와 재정에 폭넓은 경력과 독특한 시각이 

있으며 주정부의 돈을 보호하고 저희 투자금을 가치있게 하는 실력을 갖추었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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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반은 몬트레이 파크 시의회에서 공직을 시작하였고 현재 시장입니다. 주 회계감사관으로 

가정에 양질의 보육, 저렴한 주택, 양질의 교육을 받고 헬스케어와 은퇴연금이 있는 좋은 

직업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일해나가겠습니다.    

이반은 간호사로 일한 어머니의 직장생활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어머니들처럼 

이반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항상 일을 했습니다. 2 살인 쌍둥이 아들과 20 살 아들은 

국립보건원에서 암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반의 남편인 알버트 영은 의사이며 앨라이드 

퍼시픽 오브 캘리포니아 IPA 에서 수석행정관입니다.    

 

이반 유는 UCLA 에서 경제학 학사를 받았고 로욜라 메리마운트 대학교에서 재정전공으로 

MBA 를 받았습니다. 유펜의 와튼스쿨에서 공인 규제준수 전문프로그램을 수료했으며 12 개 

FINRA 증권자격증을 받았고 FINRA 중재인으로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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