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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유아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세금.  
주민발의 법안.

발의안 

제38호
 발의안 제38호에 대한 찬성론 

 발의안 제38호에 대한 찬성론에 대한 반론 

누구나 더 나은 학교를 원합니다.
하지만 새로 1,2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책임질 사람 없는 

주정부 관료 조직에 쏟아 붓는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되돌려 줄 수는 없습니다.

제도 개혁 보다는 낭비와 자금 유용을 없애는 것이 목적인 발의안  
제38호는 세금을 인상해 그 돈을 책임질 사람 없는 관료 조직에 
쏟아 붓는 법안입니다:

• 발의안 제38호는 중산층 납세자 및 중소 상공인들에게 막대한 
소득세 인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과세 대상 소득이 연간 8,000 
달러 이상인 경우, 여러분의 세율은 앞으로 십이년 간 최대 
21%까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발의안 제38호는 소득세를 기업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신고하는 가족 사업에 대한 세금을 크게 인상하여 
소상공인들에게 큰 피해를 초래할 것입니다.

• 발의안 제38호는 대부분의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고 
있는 소기업 및 가족 사업 부문에서 일자리를 없앱니다. 
캘리포니아는 현재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발의안 제38호는 심지어 사기나 낭비가 있더라도 십이년 동안 

바꿀 수 없는 법입니다.
• 발의안 제38호는 새크라멘토 정치인들에게 4년 동안 연간 30억 

달러씩 원하는 곳에 쓰라고 주는 법입니다.
• 발의안 제38호는 각급 학교가 기본적인 지원금만 받으려고 

해도 복잡한 절차를 통과해야 하도록 함으로써 높은 비용이 
들어 가는 관료적 절차를 새로 만들고, 필수적인 학교 기본 
기능 예산은 삭감되는 와중에 신규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발의안 제38호는 학생의 학업 성취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상 
아무 것도 하지 않습니다.

제38호에 대해 반대 투표하는 데 캘리포니아 교육자, 의사, 
법집행 담당관, 납세자 단체, 소상공인 리더에 동참하세요. www.
StoptheMiddleClassTaxHike.com.

ANDREW WONG, Member
Pomona Unified School District, 교육위원회
KEITH ROYAL, 회장
캘리포니아주 보안관 협회
RICHARD RIDER, 의장
San Diego 세금 지킴이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이므로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양질의 
학교가 없다면 캘리포니아주도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숙련된 노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학교에 투자하는 대신 양당의 정치 지도자들은 학교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 정치인들이 삭감한 학교 예산은 
200억 달러에 달합니다. 40,000명이 넘는 교육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한 학급 규모가 가장 큽니다.

학교 지원금 복원 및 확대.
발의안 제38호는 다시 학교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전인적 교육을 복원하고 교육적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보장된 
수준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재학생 수에 따라 각급 학교에 수십억 달러의 지원을 보장하게 
되며 이는 십이년 간에 걸쳐 연간 평균 100억 달러에 이릅니다.

각 학교는 지원 받은 돈을 각자 필요에 따라 학급 규모를 줄이는 
데 쓰거나, 미술, 음악, 수학, 과학, 직업 및 기술 교육, 대학 입시 
준비 등 수업을 복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의안 제38호에 따라 우리 동네 각 학교에 직접 보내지는 
지원금의 액수는 www.moneyforlocalschools.org/restor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삭감을 막습니다.
발의안 제38호는 2016-17년까지 연간 약 30억 달러를 주정부의 

교육 채권 부채 상환을 통한 주정부 적자 감축에 배정함으로써 
추가적인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아이들의 성공 준비를 돕습니다.
제38호는 유아 교육 부문 예산 삭감분을 복원하고, 품질을 

개선하며, 프리스쿨 프로그램에 대한 액세스를 확대하기 위해 연간 
11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제공합니다.

학교에 투자하는 공정 분담 방법.
캘리포니아 주민으로서 우리는 모두 더 나은 학교가 우리 주의 

경제와 삶의 질에 가져올 혜택을 공유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학교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해야 합니다.

발의안 제38호는 납세 능력 기준으로 슬라이드 스케일 방식을 
사용해 모든 항목 공제 후 소득에 대해 주정부 세율을 인상함으로써 
학교 지원금을 복원하기 위해 연간 100억 달러를 제공합니다. 

가장 부유한 납세자가 가장 많이 내게 되며 소득이 250만 달러를 
초과하는 개인의 경우 세율이 2.2% 인상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25,000 달러 미만인 납세자들의 경우 연 평균 7달러를 내게 됩니다.

발의안 제38호가 나와 같은 납세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십시오: www.moneyforlocalschools.org/taxcalculator.

학부모와 납세자에 대한 다섯 가지 약속:
• 입법부는 이 돈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제38호는 입법부가 이 

돈을 다른 곳에 전용하거나 빌려 쓰는 것을 금지하며, 입법부는 
각급 학교가 현재 받고 있는 지원금을 대체하는 용도로 이 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학교 기금은 반드시 모든 학교에 학생 1인당 지급되어야 하며 
반드시 학교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기금은 감사 대상이 
될 것이며 정해진 곳이 아닌 다른 곳에 할당하려는 시도는 
징역형과 공직 수행 금지로 처벌할 수 있는 중죄에 해당합니다.

• 이 돈은 학교 교직원의 급여나 연금을 인상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38호는 1% 이상 행정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지출 결정은 일반 시민 의견 반영 후 각 지방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각 학군은 돈을 지출하기 전에 반드시 각 
학교에서 공개 회의를 열고 학부모, 교육자 및 지역 사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각 학교의 개선 성과는 각 학군이 책임집니다. 각 학군은 
반드시 학교별로 연간 교육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지원금이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그리고 개선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공개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학교에 다시 우선 순위를 부여합니다. 발의안 제38호에 찬성표를 
던지십시오.

CAROL KOCIVAR, 회장
캘리포니아주 사친회
EDWARD JAMES OLMOS, 배우
ARUN RAMANATHAN, 전무 이사
Education Trust-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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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안 제38호에 대한 반대론 

 발의안 제38호에 대한 반대론에 대한 반론 

교육 및 유아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세금.  
주민발의 법안.

교육 및 유아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세금.  
주민발의 법안.

발의안 

제38호

발의안 제38호에 반대표를 던지십시오:
대다수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1,200억 달러 소득세 인상
여러분의 과세 대상 연간 소득이 17,346 달러 이상이라면 

발의안 제38호는 여러분의 개인 소득세율을 최대 21%까지 
인상할 것이며, 이것은 연방 정부 세금에 추가되는 세금입니다.
발의안 제38호의 세금 인상은 2024년까지 계속됩니다. 지금 

1학년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으시다면 그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더 높은 소득세를 내시게 되는 셈입니다.
경기가 나아지고 실업율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세금 인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무능력한 교사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 같이 
우리 교육 시스템에 필요한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세금 
인상만 계속될 것입니다. 발의안 제38호는 우리가 앞으로 
십이년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꼼짝없이 세금 인상을 당하게 
만들 것입니다!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은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실제로 

얼마나 교실로 들어가는지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책임 없이 
세금을 통해 새로 들어오는 수십억 달러의 수입을 얻게 됩니다.
소상공인들을 표적으로 삼고 일자리를 죽입니다
약 380만 개의 캘리포니아주 소규모 사업장이 자신들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 대신 개인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세금 인상은 연 소득이 고작 30,000 달러 내지 40,000 
달러에 불과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더 높은 세금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개선하는 대신,발의안 제38

호는 기업들이 직원수를 줄이고, 다른 주로 이사가고, 심지어 
폐업하게 만들 것입니다. 계속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높은 세금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학교 실적 향상 요건은 전무
제38호에 따르면 학교 실적 향상이나 무능한 교사의 해고와 

관련된 요건은 전무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돈이 행정관리, 
컨설턴트, 연금, 수당 및 전체 비용에 지출되고, 실제 교실에 
돌아가는 돈은 너무도 적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학생 24%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38호는 학생 
성취도 향상은 요구하지 않은 채 학생들의 기대를 져버리는 
제도에 돈을 쏟아붓습니다.
십이년간 사기나 낭비가 있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발의안 제38호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이십칠페이지에 걸쳐 

쓰여져 있는 법안 안에, 낭비, 사기 또는 유용이 있다 하더라도 
(또 한 차례의 유권자 투표 없이는) 2024년까지 이 법안에 대한 
일체 변경을 금지한다는 특수 조항이 숨겨져 있습니다.
새로운 세금은 1,200억 달러, 하지만 적자 줄일 돈은 없어
발의안 제38호는 새크라멘토 정치인들이 돈을 계속 쓸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발의안  제38호에는 이 돈 중 일정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자 감축에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 조항도 없고, 
정치인들이 신규 세금으로 1,20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수입이 
있는데도 또다시 우리에게 적자가 났다고 보고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조항도 없습니다.
발의안 제38호에 반대표를 던지십시오:
• 깨알 같은 글씨와 결함으로 가득한 27페이지
• 1,200억 달러의 세금 인상
• 과세 대상 소득 17,346 달러 초과분에 대해 소득세 인상
• 소상공인에 타격 주고 일자리를 없앱니다
• 학교 실적 향상 요건은 전무
• 또 한 차례의 투표 없이는 사기나 
낭비가 있어도 십이년간 바꿀 수 없습니다

발의안 제38호에 반대 투표합시다-또 하나의 결함 투성이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비싼 법안입니다.

ALLAN ZAREMBERG, 회장
캘리포니아상공회의소
KEN WILLIAMS, 위원
Orange County 교육 위원회
THOMAS HUDSON, 전무 이사
캘리포니아 납세자보호 위원회

우리의 학교는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200억 달러의 예산 
삭감. 50개 주 중 학생 1인당 지출 47위. 40,000명의 교육자 해직. 
정치인들은 교육을 우선시하기는 커녕, 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38호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해결책은 없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공격만 합니다.
• 세금에 대해 겁주려는 술책에 속지 마십시오. 제38호에 
따르면 소득세율 인상폭은 21%가 아니라 0.4%에서 2.2%가 
될 것입니다.

• 소득이 30,000 달러 내지 40,000 달러 사이인 소규모 
사업자는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입니다. 제38호에 
따른 25,000 달러와 50,000 달러 사이 소득자에 대한 평균 
인상폭은 54달러입니다.

• 제38호의 학교 지원금은 의무적으로 각 학교의 학생 당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학교에서(학생이 있는 
곳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반드시 학생 성취도 향상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새크라멘토의 정치인들은 이 돈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 제38호는 급여, 연금 또는 그 외 수당을 인상하는 데 이 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 지출은 
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또 실질적인 책임을 묻습니다. 제38호는 일반에게 공개되는 
독립 감사와 교육 성과에 대한 보고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금 전용을 시도할 경우 중죄로 취급됩니다.
• 유권자들은 제38호를 개정할 수 있지만 정치인들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입법부는 돈을 학교에 쓰지 않고 전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제38호의 보장을 보호합니다.

발의안 제38호는 각 학교에 예산 삭감분을 회복하고 교육 
성과를 개선하는 목적으로 십이년간 연간 평균 100억 달러에 
해당되는 신규 지원금을 보장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교육시키고, 고용주들에게 숙련된, 생산성 

높은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 공립 학교에 의지합니다. 
학교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우리 아이들과 우리 경제가 타격을 
입게 됩니다.

prop38forlocalschools.org에 가셔서 제38호를 직접 읽어 
보십시오.
학교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발의안 제38호에 찬성표를 

던지십시오.

CELIA JAFFE, 회장
제4학군 PTA, Orange County
ALEX KAJITANI
2009년도 캘리포니아주 올해의 교사
TINA REPETTI-RENZULLO
2010–2011년도 Los Angeles County 올해의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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