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와 공공 안전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지 

수년이 흘렀으며 이제는 
당당히 맞서야 할 때입니다. 
발의안 제30호에서는 심각한 
학교 예산 삭감을 방지하고, 
수십억 달러의 새로운 교육 
자금을 제공하며, 지역의 
공공 안전을 보장하고, 주 
예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부자들에게 일시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YesOnProp30.com을 
참조해 주십시오.

본 법안에 대한 찬성 
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주에서 7
년 동안 고소득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개인 소득세를 
늘리고, 4년 동안 판매세를 
늘리려고 합니다. 새로운 
세입은 주 예산에 포함된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휴대용 참조서
  

제30호
 발의안 교육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임시세. 

지역 공공안전을 위한 자금 제공 보장. 
주민발의 헌법 개정안. 

추가 정보

반대
제30호에 반대—세금이 
아닌 개혁 및 일자리 
문제를 지지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

925 University Avenue
Sacramento, CA 95825
(866) 955-5508
info@StopProp30.com
www.StopProp30.com

찬성
Ace Smith
발의안 제30호에 찬성
2633 Telegraph Avenue #317
Oakland, CA 94612
(510) 628-0202
YesOnProp30@TakeAStandCA.com
YesOnProp30.com

추가 정보

반대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정부를 지지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

찬성
정부 책임 문제를 지지하는 
납세자들

(916) 572-7111
info@accountableca.org
www.accountableca.org

찬반론

제30호에 반대—판매세 
및 소득세 측면에서 5

백억 달러가 증가하지만 
학교에 지원되는 위한 
추가 비용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발의안 제30호는 
학교, 연금을 개혁하거나 
낭비와 관료 주의를 
줄이지 못합니다. 그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교육자, 
소규모 기업 및 납세자 
그룹은 발의안 제30호에 
반대합니다.

찬반론

발의안 제31호는 헌법에 
충돌하는 규정을 담고 

있는 심각한 결함이 있는 
주민발의로서 소송, 혼란 및 
비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발의안 제31호는 공중 위생 
및 환경을 위협하고, 학교 
자금의 향후 증대를 막고, 
감세를 차단합니다. 교사, 
경찰, 보수주의자, 세금 
개혁가는 발의안 제31호에 
반대 표를 던지십시오.

발의안 제31호에 찬성 
표를 던지면 정치인들이 

캘리포니아 정부 활동과 
관련하여 더 이상 불투명한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주에서 예산을 비공개로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정치인이 부족한 주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며, 주에서 
비용을 사용하기 전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투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본 법안에 대한 반대 
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주에서 개인 
소득세나 판매세를 늘리지 
않습니다. 주 지출 삭감(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우선적으로 삭감)은 2012-13
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투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본 법안에 대한 반대 
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주 예산과 
지방 예산 수립 및 감독 
절차를 포함하여 의회 및 
주지사의 재정적 책임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방 
정부에게는 (1) 서비스 
조정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구현할 수 있는 자금이나 
(2) 주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 고유한 절차를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 법안에 대한 찬성 
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주 예산과 
지방 예산 수립 및 감독 
절차를 포함하여 의회 및 
주지사의 재정적 책임이 
바뀝니다. 서비스 조정을 
위한 제도를 만든 지방 
정부는 주에서 자금을 받고 
주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한 고유한 절차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25만 달러가 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7년 간 인상하고, 판매세를 4년 간 ¼센트 인상합니다. 
공공안전 이관에 대한 자금 제공을 보장합니다. 재정적인 
영향: 2018-19년까지 주정부의 세금 수입이 증가하고, 향후 
몇 년 동안 매년 평균 약 60억 달러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수입은 주정부 예산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012-13년에는 주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계획된 지출 삭감이 시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약 청원서 서명에 의한 주민투표 회부

주정부의 예산을 2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신규 지출을 
상쇄하고, 재정 비상사태일 때 주지사가 예산을 삭감하는 
규칙을 제정합니다. 지방정부는 주정부가 자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법률의 적용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영향: 주 판매세 수입이 매년 약 2억 감소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자금 제공이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증가합니다. 공무원들의 향후 결정에 따라, 주정부 및 
지방정부들의 예산에 보다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청원서 서명에 의한 주민투표 회부

주정부 예산. 주정부 및 지방정부. 
주민발의 헌법 개정안 및 법안. 

  

제31호
 발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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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제32호는 특수 
이해 집단과 정치인 

간의 금전적 유착을 헌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한도까지 
타파합니다. 기업 및 노조가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정부 계약업자의 
기부를 금지합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급여를 유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모든 기부를 
자발적으로 하도록 합니다. 
법률상 허점이 없다면 면제도 
없습니다. 새크라멘토의 
부패를 근절하려면 찬성 표를 
던지십시오.

본 법안에 대한 찬성 
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노조 
및 기업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조, 기업 및 정부 
계약업자는 추가 선거자금 
제한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32호
 발의안 급여 공제에 의한 정치 기부금. 

입후보자에 대한 기부금.  
주민발의 법안. 

추가 정보

반대
Chris Dombrowski
기업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 
선거자금 규정에서 특별 
면제를 받는 것을 반대하는 
교육자, 소방관, 학교 직원, 
의료 서비스 제공업자, 경찰 
공무원 및 노동 조직에서 
후원하는 발의안 제32호에 
반대합니다.

1510 J Street, Suite 210
Sacramento, CA 95814
(916) 443-7817
info@VoteNoOn32.com
www.VoteNoOn32.com

찬성
발의안 제32호에 찬성—
이제 특정 이해집단의 
기부금을 차단합시다. 
이 발의안은 소규모 기업 
소유자, 농부, 교육자 및 
납세자가 후원합니다.  

(800) 793-6522
info@yesprop32.com
www.yesprop32.com

추가 정보

반대
소비자 감시 운동
(310) 392-0522
VoteNo@StopProp33.org
www.StopProp33.org

찬성
발의안 제33호에 찬성—2012 
자동 보험 할인 법 

1415 L Street, Suite 410
Sacramento, CA 95814
(916) 448-3444
info@yesprop33.com
www.yesprop33.com

찬반론

발의안 제32호는 개혁이 
아닙니다. 슈퍼팩(Super 

PAC) 기업과 수천 개의 
대기업은 이 규정으로부터 
면제되고, 동시에 근로자와 
노조에게는 제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불공평하고, 
불균형적이며, 정치 
집단으로부터 자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여성 유권자 
연합회에서는 반대 표를 던질 
것을 촉구합니다.

찬반론

발의안 제33호는 
기만적인 보험 회사의 

속임수입니다. 보험 회사는 
동일한 법률을 2010년에도 
통과시키기 위해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썼지만, 유권자들이 
이를 무산시켰습니다. 
발의안 제33호를 통해 자동차 
보험업자들은  책임 있는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를 
최대 천 달러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이유로 
운전을 중지한 운전자에게는 
불공정한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발의안 제
33호의 반대를 지지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캘리포니아 주민은 법을 

준수할 경우 할인을 받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바꿀 경우 
할인을 못 받게 됩니다. 발의안 
제33호에서는 마음대로 보험 
회사를 변경하고 할인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발의안 
제33호에서는 보험 회사가 
경쟁하도록 하여 보험요율을 
낮추고, 운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귀하의 투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본 법안에 대한 반대 
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노조 
및 기업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제하는 
기존 법률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노조, 기업 및 정부 
계약업자는 기존 선거자금 
법률의 적용을 계속 
받습니다.

귀하의 투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본 법안에 대한 
반대 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보험업자는 자신의 장기 
자동차 보험 고객에게 
계속해서 할인을 
제공할 수 있지만, 다른 
보험업자로부터 전환한 
신규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계속 
금지됩니다.

본 법안에 대한 찬성 
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보험 
회사는 고객이 보험에 
가입한 이전 오년의 연수를 
기반으로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할인을 신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급여에서 공제한 자금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기업 또는 정부 계약업자에 의한 급여 공제(
해당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같은 금지가 적용됩니다. 노동조합과 
기업이 입후보자와 그가 관리하는 위원회에 기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정부 계약업자가 선출된 공무원이나 그가 관리하는 
위원회에 기부금을 내는 것을 금지합니다. 재정적인 영향: 이 
법안의 요건을 시행 및 집행하기 위한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비용이 
증가합니다(매년 100만 달러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음)..

요약 청원서 서명에 의한 주민투표 회부

운전자가 이전에 어떤 보험회사의 자동차 보험을 보유했었는지 
여부에 근거하여 보험회사가 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현행법을 변경합니다. 운전자에게 이전에 보험에 가입한 이력에 
비례하여 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보험을 계속 유지한 
이력이 없는 운전자에 대해 비용을 인상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재정적인 영향: 아마도 주정부의 보험료세 세입에 대한 재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요약 청원서 서명에 의한 주민투표 회부

자동차 보험회사.  
운전자의 보험 가입 이력에 근거한 가격.  
주민발의 법안. 

  

제33호
 발의안

제34호는 캘리포니아의 
붕괴된 사형제를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여 무고한 
사람을 처형하지 않도록 
보장해줍니다. 이 법률에서는 
살인자가 피해자에게 법원이 
명령한 배상을 하도록 
합니다. 발의안 제34호에서는 
낭비되는 세금을 절약하여 
강간 및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 
데 1억 달러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합니다.

본 법안에 대한 찬성 
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주 법률에 
따라 어떤 범죄자도 사형을 
선고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사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으로 재선고됩니다. 
주에서는 총 1억 달러를 향후 
4년 동안 지방 법집행기관에 
제공합니다.

  

제34호
 발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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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회사.  
운전자의 보험 가입 이력에 근거한 가격.  
주민발의 법안. 

제34호는 캘리포니아의 
붕괴된 사형제를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여 무고한 
사람을 처형하지 않도록 
보장해줍니다. 이 법률에서는 
살인자가 피해자에게 법원이 
명령한 배상을 하도록 
합니다. 발의안 제34호에서는 
낭비되는 세금을 절약하여 
강간 및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 
데 1억 달러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합니다.

본 법안에 대한 찬성 
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주 법률에 
따라 어떤 범죄자도 사형을 
선고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사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으로 재선고됩니다. 
주에서는 총 1억 달러를 향후 
4년 동안 지방 법집행기관에 
제공합니다.

휴대용 참조서
  

제34호
 발의안 사형. 주민발의 법안. 

추가 정보

반대
공정성 및 공공 안전을 
지지하는 캘리포니아 
시민들

455 Capitol Mall, Suite 600
Sacramento, CA 95814
www.waitingforjustice.net

찬성
Steve Smith
법안 34에 찬성- 안전한 
캘리포니아 만들기 운동

237 Kearny Street #334 
San Francisco, CA 94108
(415) 525-9000
info@safecalifornia.org
www.YesOn34.org

추가 정보

반대
Maxine Doogan
Erotic Service Providers Legal, 

Education, and Research  
Project, Inc.

2261 Market Street #548
San Francisco, CA 94114
(415) 265-3302
noonprop35@gmail.com
http://esplerp.org/

찬성
Kristine Kil
발의안 제35호에 찬성 표를 
던지십시오.

P.O. Box 7057
Fremont, CA 94537
(510) 473-7283
info@VoteYesOn35.com
www.VoteYesOn35.com

찬반론

캘리포니아의 재정은 
바닥이 났습니다.  

발의안 제34호는 납세자에게 
사년간 1억 달러를 부담시키고, 
그 후에도 오랫동안 더 많은 
부담을 줄 것입니다. 납세자는 
어린이, 경찰관, 어머니, 
아버지를 고문, 강간, 살인한 
살인자가 종신형을 살아가는 
동안 의료 서비스 및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5
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 검사, 보안관 
및 경찰서장은 반대 표를 던질 
것이라고 합니다.

찬반론

발의안 제35호는 
실제로 많은 무고한 

사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
국가를 위해 군대에 복무한 
후 지금 대학에 다니는 제 
아들의 경우, 제가 성매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번 
돈으로 아들을 키웠다면 
인신매매범이라는 딱지가 
붙고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Maxine 
Doogan
반대 표를 던지십시오.

발의안 제35호에 
찬성하여 인신매매를 

방지합시다.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를 방지합시다. 
인신매매범은 여성이나 
아동으로 하여금 거리나 
인터넷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만듭니다. 발의안 제35호는 더 
엄중한 선고로 강력히 맞서고, 
희생자를 지원하며, 온라인 
상에서 아동을 보호해 줍니다. 
아동과 희생자들을 옹호하는 
인신매매 생존자들은 발의안 
제35호에 찬성 표를 던지라고 
주창합니다.

귀하의 투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본 법안에 대한 반대 
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살인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캘리포니아 
범죄자는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사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상태는 
바뀌지 않습니다. 주에서는 
지역 법집행기관에 추가 
보조금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의 투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본 법안에 대한 
반대 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인신매매에 대한 기존의 
형벌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본 법안에 대한 찬성 
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인신매매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 긴 
수감 기간과 더 많은 벌금을 
선고받습니다. 

사형을 폐지하고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합니다. 기존의 사형 선고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합니다. 
살인 및 성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를 위해 법집행기관에 1억 
달러를 전용합니다. 재정적인 영향: 주정부와 카운티는 수년 
내에 매년 약 1억 3,000만 달러의 형사 사법 비용을 지속적으로 
절약하고, 이 금액에는 수천만 달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 법집행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주정부에 1억 
달러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합니다.

요약 청원서 서명에 의한 주민투표 회부

인신매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강화합니다. 유죄판결을 받은 인신매매 범죄자는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된 성범죄자들은 인터넷 활동과 신원을 
공개해야 합니다. 재정적인 영향: 인신매매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매년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와 유사한 금액의 연간 벌금 세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이 자금은 주로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요약 청원서 서명에 의한 주민투표 회부

인신매매. 처벌. 주민발의 법안.   

제35호
 발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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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인 범죄자에게 
중점을 둔 삼진법의 

원래 의도를 복원합니다. 
심각하거나 폭력적인 범죄의 
상습 범죄자는 종신형을 
선고 받습니다. 비폭력 
범죄자는 일반 수감 선고의 
두 배를 받습니다. 매년 1
억 달러 이상을 절감하고, 
강간범, 살인범 및 기타 
위험한 범죄자는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본 법안에 대한 찬성 
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이전에 두 
번의 심각하거나 폭력적인 
중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일부 
범죄자가 심각하지 않거나 
비폭력적인 중죄를 저지를 
경우 주 교도소에서 더 짧은 
기간 수감되도록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의 
심각하거나 폭력적인 중죄 
유죄판결이 있는 일부 범죄자가 
현재 심각하지 않고 비폭력적인 
많은 중죄 유죄판결로 인해 
종신형을 선고받은 경우 더 
짧은 수감 기간으로 다시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용 참조서
  

제36호
 발의안 삼진법. 반복적으로 중죄를 저지른 범죄자. 

처벌. 주민발의 법안. 

추가 정보

반대
Mike Reynolds 
삼진법을 구합시다. 
P.O. Box 4163 
Fresno, CA 93744
SaveThreeStrikes.com

찬성
Pedro Rosado
삼진법 개혁 위원회
(415) 617-9360
pedro@FixThreeStrikes.org
www.FixThreeStrikes.org

추가 정보

반대
발의안 제37호에 반대하여 
기만적인 음식물 라벨 부착 
제도를 중단합시다. 

(800) 331-0850
info@NoProp37.com
www.NoProp37.com

찬성
Gary Ruskin
California Right to Know
5940 College Avenue
Oakland, CA 94618
(213) 784-5656
GaryR@CARightToKnow.org
www.CARightToKnow.org

찬반론

발의안 제36호는 
누적된 전과 기록 

때문에 종신형을 선고받은 
위험한 범죄자를 감옥에서 
출소시킬 것입니다. 이 
주민발의의 결함으로 인해 
이 흉악범들을 아무런 
감시없이 석방시켜줄 
것입니다. 발의안 제36
호에 반대 표를 던지는 
캘리포니아의 보안관, 경찰, 
검사, 범죄 희생자 그룹과 그 
뜻을 함께해 주십시오.

찬반론

발의안 제37호는 매우 심각한 
결함이 있는 기만적인 

음식물 라벨 부착 제도로서 
특정 이익집단의 면제와 법률상 
허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발의안 제37호는 납세자에게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부과하는 
새로운 관료주의 행태를 만들어낼 
것이고, 농부와 소규모 기업에게 
과도한 비용을 강탈해가는 소송의 
발생을 묵인하게 될 것이며, 매년 
가계의 식비를 수백 달러 이상 
인상시킬 것입니다.  
www.NoProp37.com

발의안 제37호는 우리 
가족이 먹는 음식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해줄 것입니다. 단순히 
유전자 가공을 사용하여 생산된 
음식물의 라벨만 부착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 
제품을 구입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의 투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본 법안에 대한 반대 
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이전에 두 번의 
심각하거나 폭력적인 중죄로 
유지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새로운 중죄를 저지른 경우 
계속해서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두 
번의 심각하거나 폭력적인 중죄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현재 
심각하지 않거나 폭력적이지 
않은 중죄로 종신형을 살고 
있는 경우 계속해서 남은 
종신형 기간동안 수감하게 
됩니다.

귀하의 투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본 법안에 대한 
반대 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유전자 가공 음식물은 
계속해서 특정한 라벨 부착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본 법안에 대한 
찬성 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유전자 가공 음식물은 
유전자 가공이 되었음을 
명시한 특정한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새로 유죄판결을 받은 중죄가 심각하거나 폭력적인 경우에 
한해 종신형을 부과하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유죄판결을 
받은 세 번째 범죄가 심각하거나 폭력적이 아닌 경우, 
재선고를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영향: 주정부의 
교도 비용이 매년 지속적으로 약 7,000만 달러 절약되고, 
향후 이삼십 년간 더 많은 금액(최대 매년 9,000만 달러)이 
절약됩니다. 이러한 절약 금액은 주정부의 향후 조치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약 청원서 서명에 의한 주민투표 회부

특정한 방법으로 유전자 형질이 변경된 식물 또는 동물로부터 
제조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식품에 라벨을 부착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식품이나 다른 가공 식품을 "자연" 
식품이라고 판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외 식품을 규정합니다. 
재정적인 영향: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라벨 부착을 규제하기 
위해 주정부의 연간 비용이 수십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가 넘는 
금액 사이로 증가합니다. 이 법안을 위반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금액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요약 청원서 서명에 의한 주민투표 회부

유전자를 변형시킨 식품. 라벨 부착. 
주민발의 법안. 

  

제37호
 발의안

제38호는 다시 학교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이 발의안은 
삭감된 예산을 복원하고 
교육적 결실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 한 명당 지원되는 새로운 
자금이 모든 지방 공립학교로 
전달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38호에서는 
새크라멘토 정치인이 해당 
자금에 손대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출에 
대한 결정이 지역사회 내의 
독립적 감사를 포함하여 철저한 
책임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본 법안에 대한 찬성 
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12년 
동안 주 소득세가 인상될 
것입니다. 추가 세입은 학교, 
보육, 유아원 및 주 부채 
상환에 사용될 것입니다.

  

제38호
 발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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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를 변형시킨 식품. 라벨 부착. 
주민발의 법안. 

제38호는 다시 학교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이 발의안은 
삭감된 예산을 복원하고 
교육적 결실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 한 명당 지원되는 새로운 
자금이 모든 지방 공립학교로 
전달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38호에서는 
새크라멘토 정치인이 해당 
자금에 손대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출에 
대한 결정이 지역사회 내의 
독립적 감사를 포함하여 철저한 
책임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본 법안에 대한 찬성 
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12년 
동안 주 소득세가 인상될 
것입니다. 추가 세입은 학교, 
보육, 유아원 및 주 부채 
상환에 사용될 것입니다.

휴대용 참조서
  

제38호
 발의안 교육 및 유아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세금. 주민발의 법안. 

추가 정보

반대
Jason Kinney
중산층 소득세 대폭 인상을 
중지시키기 위해 발의안 
제38호에 반대 표를 
던지십시오. 

980 9th Street, Suite 2000
Sacramento, CA 95814
(916) 806-2719

찬성
발의안 제38호에 찬성 표를 
던지십시오.

(323) 426-6263
info@prop38forlocalschools.org
www.prop38forlocalschools.org

추가 정보

반대
캘리포니아 제조업자 및 
기술 협회 

1115 11th Street 
Sacramento, CA 95814
info@Stop39.com
www.Stop39.com

찬성
발의안 제39호에 찬성 표를 
던지십시오. 캘리포니아 
주민은 주 밖으로 
빠져나가는 법인세의 
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www.cleanenergyjobsact.com

찬반론

발의안 제38호에 반대 
표를 던지십시오. 매년 

17,346 달러의 과세 소득을 
벌어들인다면 세금이 인상될 
것입니다. 총 1천2백억 달러의 
세금이 인상됩니다. 학생 
성적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12년 
동안 바꿀 수 없습니다. 사기일 
뿐입니다. 소규모 기업에 
피해를 줍니다. 일자리를 
없앱니다. 교육자, 납세자 및 
기업은 발의안 제38호에 반대 
표를 던집니다. 

찬반론

발의안 제39호는 중산층 
근로자 수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일자리 창출 
기업에게 10억 달러라는 과도한 
세금 인상을 가져옵니다. 이는 
낭비와 부패가 뒤범벅된 것으로, 
새크라멘트 정치인에게 실질적인 
책임도 없이 수십억 달러를 쓸 
수 있는 백지 수표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부채는 수십억 달러입니다. 
발의안 제39호는 이를 더 
악화시킬 것입니다.

발의안 제39호에 찬성 
표를 던지면 캘리포니아주 

외부에 있는 기업이 주 외부에 
일자리를 유지하여 세금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한 
과세 허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세 허점을 막음으로써 
지역의 일자라를 보호하고 
캘리포니아주에 10억 달러의 
세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고용 창출 에너지 
효율성 프로젝트와 적자 감축에 
사용되는 자금입니다. 발의안 
제39호에 찬성 표를 던져서 
법적인 허점을 막아 봅시다.

귀하의 투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본 법안에 대한 반대 
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주 소득세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추가 자금을 학교, 보육, 
유아원 및 주 부채 상환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투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본 법안에 대한 반대 
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대부분의 
다주 기업들은 캘리포니아 
과세 소득을 결정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계속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본 법안에 대한 찬성 
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다주 
기업들은 더 이상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주 과세 소득을 
결정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일부 다주 
기업은 이러한 변화로 인해 
더 많은 법인세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5년 동안 
이렇게 늘어난 세입의 절반 
정도는 에너지 효율성 및 
대체 에너지 프로젝트에 
사용될 것입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을 차등제를 사용하여 12년 간 인상합니다. 
세금 수입은 K-12 학교와 유아 프로그램, 그리고 4년 
간 주정부의 부채 상환을 위해 배정됩니다. 재정적인 
영향: 주정부의 세금 수입이 12년 간 증가합니다. 처음 
몇 년 동안에는 매년 대략 100억 달러 증가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 자금은 학교, 보육, 
유아원, 그리고 주정부의 부채 상환 자금을 비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요약 청원서 서명에 의한 주민투표 회부

다주(multistate) 기업들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판매하는 
비율에 근거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청정/효율적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 세입으로부터 5년 간 자금을 
지출합니다. 재정적인 영향: 주정부의 세입이 매년 10억 
달러 증가하고, 그 세입 중 절반은 향후 5년간 에너지 효율성 
프로젝트에 지출될 것입니다. 나머지 세입 중 상당한 부분은 
학교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약 청원서 서명에 의한 주민투표 회부

다주 기업에 대한 세금 대우. 청정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자금 제공. 
주민발의 법안. 

  

제39호
 발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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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장관실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다음을 
확인해 보십시오.

• 선거 운동 기부금 및 로비 활동 조사  
http://cal-access.sos.ca.gov

• 다른 언어로 된 유권자 안내서 보기  
www.voterguide.sos.ca.gov 

• 투표소 확인 
www.sos.ca.gov/elections/find-polling-place.htm

• 우편 투표 용지 정보 보기  
www.sos.ca.gov/elections/elections_m.htm   

• 신규 투표자를 위한 유용한 정보 보기  
www.sos.ca.gov/elections/new-voter

• 선거일에 투표 마감 후 실시간 투표 결과 
보기  
http://vote.sos.ca.gov

 
 
 
투표 찬반론 정보  

주무장관은 투표 찬반론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투표 법안에 대한 찬반론은 
투표 법안의 옹호론자와 반대자들이 
제공한 것입니다. 제출된 찬반론 언어는 
해당 언어를 변경하라는 법원의 지시가 
없는 한 정확성을 검증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투표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 안내서의 
14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발의안 제40호에 찬성 
표를 던질 경우 유권자가 
승인한 독립적인 시민 

선거구 조정 위원회에서 작성한 
주 상원 선거구 지도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발의안 제40호에 
찬성 표를 던질 경우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해당 정치인을 
배제함으로써 정치인에게 
책임감을 부과하려는 
캘리포니아 유권자의 의지가 
지켜질 것입니다. 양심적인 
정부 그룹, 고령자, 기업 및 
납세자는 "발의안 제40호에 
대한 찬성"을 추천합니다.

본 법안에 대한 찬성 
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시민 

선거구 조정 위원회에서 
인증한 주 상원 선거구를 
계속 사용합니다.

휴대용 참조서
  

제40호
 발의안 선거구 재조정. 주 상원 선거구. 

주민투표. 

추가 정보

반대
FAIRDISTRICTS2012.com

찬성
발의안 제40호에 찬성
정치인이 책임감을 갖게 
합시다.

1215 K Street, Suite 2260
Sacramento, CA 95814 
(866) 408-4527
Info@HoldPoliticiansAccountable.org
www.HoldPoliticiansAccountable.org

찬반론

발의안 제40호의 
후원자로서 우리의 

의도는 2012년 위원회의 
주 상원 선거구를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12
년 이 선거구를 유지하라는 주 
대법원의 평결 때문에 우리는 
선거 운동을 일시 중단하고 
더 이상 반대 투표를 촉구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투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본 법안에 대한 
반대 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새로운 주 상원 선거구를 
결정하기 위한 특별 위원을 
지명합니다.

시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가 설정한 새 주 상원 선거구에 
대해 "찬성" 투표를 하면 승인되고 "반대" 투표를 하면 
거부됩니다. 선거구가 거부되면 공무원들이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의 감독을 받아 조정할 것입니다. 재정적인 영향: 
주민투표에서 승인되면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재정적인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주민투표에서 거부되면 주정부와 
카운티에 약 100만 달러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요약 청원서 서명에 의한 주민투표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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