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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교육과 보건 기금을 위한 세금 연장.  
헌법 수정 발의안.55

  발의안 제55호에 대한 찬성 의견  

  발의안 제55호 찬성 의견에 대한 반박  

임시 조치는 어디까지나 임시 조치이어야 합니다. 
Jerry Brown 주지사가 임시 조치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2012년 소득세 및 판매세 인상을 지지했습니다. 
주 예산은 흑자이며, 따라서 주지사가 약속한 대로 이러한 임시 
세금들은 사라져야 합니다. 
제안 제55호는 소기업에 타격을 주고 일자리를 없앨 것입니다. 
제안 제55호는 일자리를 없애고, 비즈니스를 폐업하도록 하고, 
경제를 해칠 것입니다. California의 소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이 
인상될 것이며, 그들이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인들과 특별 이익 단체를 믿을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과 특별 이익 단체들은 California가 프로그램 감축에 
직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제안 제
55호를 통과시킴으로써 더 큰 정부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아이들과 학교를 내세워 유권자들에게 지지하도록 
겁을 주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학교는 자금을 충분히 지원받고 있습니다. 
교육 지출은 2012년 이래 246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52%가 증가한 것입니다. 

학교에는 자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주예산은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94억 달러 이상의 
예비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안 제55호의 새로운 높은 세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협박 전략에 속지 마십시오. 제안 제55호는 불필요합니다. 
초당파적인 입법 분석가가 추정한 공식 예산은 균형 예산을 
유지하고 학교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는데 더 높은 세금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California는 새로운 또는 세금 인상 없이도 교육, 건강 관리 및 
주정부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안 제55호에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JON COUPAL, 의장
Howard Jarvis 납세자 협회 
TOM SCOTT, 주 전무 이사
전국 독립사업연맹(NFIB)—California 
TERESA CASAZZA, 의장
California 납세자 연맹 

제안 제55호는 California의 최고 부유층이 그들의 몫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조세를 인상하지 않고도 수십억 달러의 예산 삭감을 
방지합니다. 제안 제55호는 자금이 확실히 교실에 쓰이도록 하기 
위해 엄격한 신뢰성과 책임을 요구합니다. 재앙적인 수준의 예산 
삭감과 교사들의 해고가 있었던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사실 1: 제안 제55호는 누구의 세금도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 누구에게도 조세를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제안 제55
호는 연소득이 50만 달러인 부부에 대해 현재의 소득세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 다만 부담 여력이 있는 California 최고 
부유층에게만 영향을 미치며, 그들에게 자신이 부담해야할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 판매세 인하 제안 제55호에 따르면 
California의 모든 판매세가 인하됩니다. 
사실 2: 제안 제55호는 교육 자금이 교실까지 도착하도록 하기 
위해 엄격한 투명성 및 책임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 돈은 각 지역의 학교로 들어가며 의회는 돈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엄격한 책임 요건은 교육에 지정된 자금이 관료 비용 
또는 관리비로 쓰이지 않고 교실을 위해 사용되도록 보장합니다. 
돈을 오용하는 경우 형사 소추를 허용합니다. • 강제 감사 및 
엄격한 투명성 요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California 
주민들이 정확히 알수 있도록 지방 교육구는 연간 회계를 
온라인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 학교에 대한 자금 지원을 지방이 
통제하도록 합니다. 제안 제55호는 학생의 필요를 판단하기 위해 
지방 교육위원회에게 통제권을 수여합니다. 
사실 3: 제안 제55호는 49억 달러 규모의 학교 예산 삭감을 
방지하고, 불경기 동안의 자금 삭감 복구를 이어갑니다. 
• 제안 제55호는 곧 맞닥뜨리게 될 California 교사 부족 문제 
해결에도움이 됩니다. California 주는 내년에만 약 2만 2천명의 
교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안 제55호는 교사를 채용하고 
과밀 교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돈을 지방 교육구에 지급합니다. 
• 제안 제55호는  미술 및 음악 수업의 회복을 돕습니다. 불경기 
동안 미술 및 음악 프로그램에서 상당한 예산 삭감이 있었습니다. 
제안 제55호는 이 프로그램들을 보호하고 회복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 칼리지에 드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감소합니다. 제안 제
55호는 California 지역 칼리지에 대한 예산 감축과 수업료 인상을 
방지하여, California의 2백 10만 지역 칼리지 학생들이 보다 
수업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 어린이의 건강 
관리 서비스 이용을 확대합니다. 어린이가 더욱 건강해질수록, 
학생들도 더욱 건강해집니다. 너무 많은 가구들이 기초적인 건강 
관리 서비스를 누릴 여유가 없으며, 이는 어린이들이 결석하거나 
아픈 상태로 등교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안 제55호는  아동들이 
공부할 수 있는 건강한 상태로 등교하도록 도와 줍니다. California
의 최고 부유층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어린이들이 양질의 건강 
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California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공립학교, 칼리지, 건강 
관리 서비스를 크게 감축했던 시절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3만명의 교사가 해고되고 학급 규모가 커지고 커뮤니티 칼리지의 
비용이 2배가 되었습니다. 
Jerry Brown 주지사는 제안 제55호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훨씬 더 
큰 감축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안 제55호는 California 주민들에게 명확한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대규모 감축으로부터 우리의 학교와 어린이를 
보호하려면 찬성에 투표해 주십시오. 반대에 투표한다면 학교에 
연간 4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California의 학교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안 제55호가 
통과된다면 어린이들이 또 한번의 감축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California의 미래는 우리의 어린이들의 미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이들과 학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상세 내용 www.YesOn55.com 

JUSTINE FISCHER, 의장 
California 주PTA 
ALEX JOHNSON, 전무 이사 
아동 보호 기금—California 
TOM TORLAKSON, California주 공교육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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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보건 기금을 위한 세금 연장.  
헌법 수정 발의안.

발의안

55
  발의안 제55호에 대한 반대 의견  

  발의안 제55호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  

제55호에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 우리의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제안 제55호는 학교 자금의 대량 감축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교육과 건강을 보호합니다. 
제안 제55호는 누구의 세금도 인상하지 않습니다. 
• 제안 제55호는 California 최고 부유층의 현행 세율을 유지하며, 
연간 50만 달러의 소득을 올리는 부부에게 자신의 몫을 계속 
납부하게 합니다. • 제안 제55호는 소기업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지 않습니다. • 제안 제55호 하에서는 2016년 말에 계획된 
대로 주 판매세가 인하됩니다. 
제안 제55호는 공립학교 펀딩이 매년 40억 달러씩 삭감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 제안 제55호는 교사 부족을 해결하고 불경기 동안 삭감되었던 
학교 펀딩을 다시 회복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 California의 
고등학교 졸업률은 6년 연속 상승했습니다. 제안 제55호는 그 
추이를 지속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55호는 엄격한 책임성과 교육 자금이 곧장 교실로 가도록 
보장하는 재정 요건을 수반합니다. 

• 헌법은 수익이 의회가 관여할 수 없는 학교 및 어린이의 건강 
관리 특별 계정에 직접 송금되도록 보장합니다. • 돈은 매년 
감사를 받습니다. 감사 결과는 자신의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납세자가 알 수 있도록 http://trackprop30.ca.gov/ 에 게시됩니다. 
• 자금이 행정이나 Sacramento 관료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교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엄격한 요건이 있습니다. • 제안 
제55호는 돈을 오용하는 경우 형사 소추를 허용합니다. • 최고 
부유층에 대한 현행 세율의 지속 여부는 투표 및 주민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ERIC C. HEINS, 의장
California 교사협회 
BETTY T. YEE, California 주 회계감사관 
ANN-LOUISE KUHNS, 의장
California 아동 병원 협회 

2012년, 유권자들은 임시적이며 2017년에 종료된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제안 제30호의 세금 인상을 승인했습니다. 
지금 특별 이익 단체는 그 약속을 깨고 이 세금 인상을 12년 더 
연장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임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2012 법안의 공식 제목입니다. 
제안 제30호: 교육 기금 조성 및 지방 공공 안전 펀딩 보장을 위한 
임시 조세. 헌법 수정 발의안. 
임시 조치는 어디까지나 임시 조치로 끝나야 합니다. 
Jerry Brown 주지사가 임시 조치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2012년 소득세 및 판매세 인상을 지지했습니다. 
"그것은 임시 세금이며, 제가 관여할 수 있는 한 
그것들은 임시적인 것으로 남을 것입니다."—주지사
Brown, Sacramento Bee, 2014년 10월 7일 
주지사 Brown은 세금 인상이 몇 년 동안만 지속된 후 종료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특별 이익 단체는 이를 12년 더 
연장하기를 원합니다—이는 "임시적"이 아닙니다. 
California의 경제는 회복되었고 우리의 예산은 흑자입니다. 
우리는 더 높은 세금이 필요 없습니다 
California는 균형 예산을 가지고 있으며, 부채를 감축하고, 
학교 지출을 늘렸으며, California의 "비상기금"에 수십억불을 
투입했으며, 그럼에도 현재 27억불의 예산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California는 매년 필요 이상의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2012년 160억 달러 적자 예산이 2016년 27억 달러의 흑자 
예산으로 돌아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2012년 이래로, 교육 지출은 246억 달러가 증가했는데, 이는 
52%가 증가한 것입니다. 
메디-칼[Medi-Cal] 지출은 29억 달러가 증가했는데, 이는 13%가 
증가한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또는 더 높은 세금 없이도 교육, 건강 관리, 
주정부에 자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Brown 주지사의 발언과 입법 분석가의 추정 예산은 균형 예산을 
달성하기 위해 더 높은 세금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학교 및 기타 중요한 필요에 충당할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줏대 있는 정치인이 낭비를 
줄이고 우리의 지출에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California
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인상과 유권자에게 책임지지 
않는 수십억불을 Sacramento에 추가로 보내는 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안 제55호는 12년 동안 California의 소기업이 더 높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법안은 자신의 개인적인 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사업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제안 제55호는 
일자리를 없애고, 비즈니스를 폐업하게 하고, 경제를 해칠 
것입니다. 
특별 이익 단체는 지금 지출할 더 많은 돈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안 제55호의 자금이  교실과 도로 건설에 사용되는 것보다 연금 
혜택 및 기타 주 부채 탕감에 사용되는 것이 공평합니다. 그것은 
복권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인들과 특별 이익 단체를 믿을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과 특별 이익 단체들은 현재 California가 어떠한 
프로그램 감축에도 직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제안 제55호를 통과시킴으로써 더 큰 정부를 원하고 
있으며,  이는 주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이 될 것입니다. 
직접 검토해 보십시오. California는 2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94억 달러 이상의 예비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롭고 더 높은 세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CALIFORNIA는 자신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임시 조치는 
어디까지나 임시 조치로 끝나야 합니다. 
제안 제55호에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약속이 깨진 것입니다. 

JON COUPAL, 의장
Howard Jarvis 납세자 협회 
TOM SCOTT, 주 전무 이사
전국 독립사업연맹(NFIB)—California 
존경하는 QUENTIN L. KOPP, 퇴직 상급법원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