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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안 제51호에 대한 찬성 의견  

  발의안 제51호 찬성 의견에 대한 반박  

방해합니다.
이 발의안은 개발자들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무분별한 지출 허용:
공채는 비쌉니다. 빌린 돈을 상환하려면 달러 당 세금 2달러가 
필요합니다. 공채는 수십 년 간 지속되는 것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발의안 제51호 자금은 10년 "평균 유효 수명"의 장비에 
지출될 수 있습니다. 공채 지불은 수십 년 더 지속됩니다.
이것은 30년 주택 융자로 점심을 사고 이에 대해 몇 배나 훨씬 더 
상환하는 것과 같습니다.
발의안 제51호는 California 유권자들에게 가장 이기적이고 
기만적인 법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발의안은 건설 산업에서 건설 
산업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것입니다.
StopProp51.org를 방문해주십시오. 찬성 캠페인에 누가 있는지 
보십시오.
발의안 제51호에 반대 투표해 주십시오!

G. RICK MARSHALL, 최고 재무 담당 임원
California 납세자 행동 네트워크
WENDY M. LACK, 이사
California 납세자 행동 네트워크

2001년 이후 우리는 California 학교를 고치도록 주와 지방 
공채에서 1460억 달러 이상을 승인했습니다. 아직도 발의안 제
51호 지지자들은 우리 학교가 "기본적인 건강 및 안전 표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기를 끌어들임:
California 재무부에 의한 최근 주 전역 학교 공채 감사 결과 
수십억 달러를 "해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면 의도치 않은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며 . . . 계속 공채 책임에  . . .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출 보호 장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으므로, 공채 
기금은 오용될 수 있습니다.
주지사 Jerry Brown과 검찰총장 Kamala Harris는 이러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발의안 제51호는 이렇게 결점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개혁 차단:
발의안 제51호는 입법자의 손을 묶어 현재 규칙을 유지합니다. 
그것은 불이익을 당하는 학교에 필요한 도움을 거절함으로써 
입법자들이 규칙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민주주의를 

발의안 제51호는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많은 학교와 커뮤니티 칼리지들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으며 
기본적인 건강 및 안전 표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지진 안전을 
위한 개장, 소방, 그리고 석면 및 납 페인트와 파이프 제거 등의 
수리가 필요합니다. 발의안 제51호는 우리 지방 학교들이 
개선되고 학생들을 위해 안전해지는데 확실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발의안 제51호는 모든 CALIFORNIA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실이 붕괴되고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업적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낙심되는 일은 
없습니다. 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발의안 제51호는 
오래되고 악화된 학교를 수리하고 교실의 기술, 도서실, 컴퓨터 
과학실을 업그레이드할 것입니다."—Tim Smith, 2014년 올해의 
California 교사, Florin 고등학교
직업교육을 개선하고 재향군인이 되돌아오도록 돕습니다.
"발의안 제51호를 통해 지방 학교와 커뮤니티 칼리지는 직업교육 
교실을 최신화함으로써 학생들이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경력을 위한 교육을 받고 California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향군인들에게 훈련을 제공하여 이들이 
일터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줄 수 있습니다."—Tom Torlakson, 
공교육 교육감
알맞은 대학 교육 이용 기회 증대.
"우리의 커뮤니티 칼리지 시설을 업그레이드 및 수리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California 주민들을 위한 양질의 알맞은 고등교육을 
좀 더 많이 이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는 주 전역에 걸쳐 지역 커뮤니티의 경제적, 사회적 
장점에 기여하고, 대학생들이 수천 달러의 빚을 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California의 학생들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Jonathan Lightman, 이사장, California 
커뮤니티 칼리지 교수단 협회
CALIFORNIA는 근린 프로젝트가 오랫동안 밀려있습니다.
"양호교사들은 학교 시설 개선의 필요성, 학생, 교수단, 및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수정이 필요한 과밀, 배관 및 기타 
환경 문제를 발의안 제51호에서 다룰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Kathy Ryan, 의장, California 양호교사 조직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 통제를 보호합니다.
"발의안 제51호는 지역 학교와 커뮤니티 칼리지 위원회에서 
승인하는 학교 개선 프로젝트에만 자금을 사용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지역 통제를 보호하게 됩니다. 모든 자금은 
지역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납세자들은 이 자금이 
근린 학교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잘 사용될 방법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Chris Ungar, 의장, California 
주 교육위원회 협회
납세자의 강한 책임으로 학교를 업그레이드하고 수리하는 재정상 
책임 있는 방법입니다.
"교육은 주 전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 전역 공채는 California
의 학교 건설 필요성에 부합하기 위한 최고의 옵션입니다. 이 
공채가 없다면 지방세 납세자들은 여러 커뮤니티에서 학생들 간 
불평등을 야기하고, 납세자들을 다르게 대우하며, 강력한 책임 
조항이 부족한 더 높은 지방 재산세에 직면할 것입니다."—Teresa 
Casazza, 의장, California 납세자 협회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10년 간 주 전역 학교 공채를 통과시키지 못했으며, 이제 
지방 학교 프로젝트가 크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학생들이 배움에 필요한 시설을 가질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와 수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발의안 제51호는 학생들과 재향군인들이 성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발의안 제51호에 대한 찬성 투표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JUSTINE FISCHER, 의장
California 주 PTA(학부모 교사 연합회)
KEN HEWITT, 의장
California 정년퇴직 교사협회
LARRY GALIZIO, Chief Executive Of�cer
California 커뮤니티 칼리지 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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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제51호는 모든 California 학생들이 안전한 최신 학교에서 
배울 기회를 갖는 동시에 납세자도 보호합니다.
발의안 제51호는 세금을 늘리지 않습니다.
발의안 제51호는 주의 기존 연 수익의 매우 작은 금액부터 
상환하며 지방 학교를 수리 및 업그레이드할 것입니다. 이 
발의안은 세금을 높이지 않습니다.
납세자들을 높은 지방세로부터 보호합니다.
주 전역 학교 공채의 달러와 매칭하지 않는다면 학교 수리 
및 최신화에 대한 지불을 위해 납세자들의 지방 재산세가 더 
높아지게 되며 일부 교육구는 직접 학교를 고칠 여유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와 지방 교육구 간 파트너십으로 모든 
학생들을 위한 학교 수리에 공정하게 자금을 지원해왔습니다.
강한 책임이 요구됩니다.
발의안 제51호를 통해 지방 유권자들은 학교 공채 자금이 
지출되는 방식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감사 및 강력한 
회계 표준을 요구합니다.
발의안 제51호는 학생 보호를 우선으로 합니다.
많은 학교와 커뮤니티 칼리지들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으며 
기본적인 건강 및 안전 표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지진 안전을 

위한 개장, 소방, 그리고 석면 및 납 페인트와 파이프 제거 등의 
수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수리는 모든 학생들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발의안 제51호에 대한 찬성 투표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발의안 제51호는 California의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알맞은 대학 교육의 이용을 늘리며 취업을 대비하는 재향군인과 
학생들을 위한 직업 교육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의안 제51호는 납세자 그룹, 교사, 기업, 공화당원 및 
민주당원의 지지를 받습니다. www.californiansforqualityschools.com 
에서 직접 살펴보십시오
발의안 제51호에 대한 찬성 투표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CHRIS UNGAR, 의장
California 주 교육위원회 협회
TERESA CASAZZA, 의장
California 납세자 연맹 회장
LARRY GALIZIO, CEO
California 커뮤니티 칼리지 연맹

공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하는 부채입니다.
1998년 이후 California 유권자들은 주 학교 건설 공채에서 350
억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모두 의회에서 투표에 부쳤고 주지사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발의안 제51호는 다릅니다. 의회는 발의안 제
51호를 투표에 부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지사는 이 발의안을 
반대합니다.
우리가 주지사와 함께 반대하는 이유는 발의안 제51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California 주민들은 이미 주 학교 공채에 매년 20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51호로 인해 매년 별도로 5억 
달러의 (주가 갖고 있지 않은) 자금을 지불할 것입니다.
California는 부채와 재무 책임을 모두 합쳐 4천억 달러를 
초과하였습니다. Brown 주지사는 이를 "부채의 벽"이라고 합니다. 
여력이 없이 더 많은 돈을 빌리는 것은 무분별한 것입니다.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커뮤니티는 지방 학교 공채를 사용하여 지출을 통제합니다. 관료 
등은 주 학교 공채를 사용하여 상황을 통제합니다. 지방 통제는 
정부 낭비를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학교 건설의 경우, 지방의회 공채 법안이 주 전역 공채보다 더 
효과가 큽니다. 지난 6월에 유권자들은 투표로 지방 학교 공채의 
90% 이상을 승인하여 학교 건설에 55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 등록은 향후 10년 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의안 제
51호는 기존 학교의 리모델링 보다 새 학교 건설에 더 많은 돈을 
낭비합니다.
불공평하기 때문입니다:
발의안 제51호 자금 지원은 맨 앞에 선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크고 부유한 지구에서는 서류 작업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으므로  
"제일 좋은 몫"을 받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더 작고 더 가난한 지구는 배제됩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개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발의안 제51호는 관료적인 쓸모없는 주 공채 프로그램을 
변경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작고 도움이 필요한 
교육구는 크고 부유한 학교에서 이용하는 비싼 컨설턴트를 이용할 
여유가 없습니다. 불이익을 받는 지구에서 합당한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혁이 필요합니다.
지난 2월에 Brown 주지사는 Los Angeles Times에, "나는 
개발자의 90억 달러 공채에 반대합니다  . . . [그것은] 저소득 
커뮤니티에 훨씬 잘 쓰이게 될 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Brown은 주 직원들에 대한 혜택 약속은 "너무 큰 책임이어서 
무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 우리는 1년 
또는 2년 만에 심지어는 10년 안에 이 돈을 상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히 우리가 새로운 약속을 하기 전에 돈을 상환하는 것이 
우리의 도덕적인 책무입니다."
우리는 동의합니다.
발의안 제51호는 주 지출에서 더 많은 혜택을 얻는 기업과 
정치가들이 지지합니다. 제51호에 대한 찬성은 Coalition for 
Adequate School Housing (CASH) 및 California 건물 산업 협회 
등 가장 큰 이득을 볼 곳에서 6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습니다.
California 납세자 행동 네트워크는 지방 정부의 재정상 책임과 
투명성을 촉구하는 자원봉사자만으로 이루어진 초당파 비영리 
단체입니다. 우리는 정부의 비밀성, 낭비 및 부패와 싸우고 모두가 
세금에 대하여 충분한 가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우리는 양질의 학교를 지원하며 정부의 낭비 없는 재정상 책임을 
원하는 당신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발의안 제51호에 반대투표하는 일에 동참해주십시오.
www.caltan.org

G. RICK MARSHALL, 최고 재무 담당 임원
California 납세자 행동 네트워크
WENDY M. LACK, 이사
California 납세자 행동 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