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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59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 
지지자들조차 이 법안이 하는 일이란 "의회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일 뿐"이라고 인정한다. 
그들은 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입법부는 자신의 소임을 다해야 하며 의회에게 대법원이 
한 결정을 뒤집어 자유로운 이야기를 제한하라고 요청하는 
무의미한 법안을 투표에 부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기업은 돈을 기부한다. 노동자 조합도 돈을 기부한다. 
사람도 돈을 기부한다. 이들은 좋아하는 후보를 지지하고 
그렇지 않은 후보를 반대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제안 59의 지지자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후보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모금하고 지출하는 데 대한 
합리적인 한도를 설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한 합리적인 한도는 누가 결정하는가? 
의회? 
입법부? 
여러분은 정말, 현직 정치인들이 정부가 일하는 방식을 

변경하고 싶은 사람들이나 조직들의 목소리를 조용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기를 바라는가? 
제안 59은 법률적 효력이 하나도 없다. 이 법안은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 
우리는 모두 대법원의 많은 결정에 동의해 왔다. 또 다른 
많은 결정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민주당, 공화당, 무당파 유권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대법원이 정치의 우위에 있어야 하고 누가 승자고 
패자인지를 결정하는 이상의 권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안 59는 다수에게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고 싶어하는 
선택된 소수가 만든 정치적 선언이다. 쓸모도 없는 조언적 
성격의 법안을 투표에 부치는 대신에, 입법부는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고 사람의 일들을 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제안 59에 반대투표 해주십시오 . . .	아무 것도 아닌 
법안이다. . .	아무 의미도 아닌 법안이다.
JEFF STONE, 주 상원의원 
제28지구 
K.H. ACHADJIAN, 주 의회의원 
제35지구

제안 59에 찬성 투표하면 정치권에서 많은 돈을 지원받아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회복할 수 있다. 
기업들과 억만장자들이 우리의 선거를 계속 돈으로 사게
두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United States Supreme Court가 재앙적인 
수준의 Citizens United v. FEC 판결에서 정확히 그러한 
일을 자행하였다. 이 잘못된 결정은 인간과 같은 "권리"
를 기업에게 부여했으며 우리의 선거에서 마음껏 무제한 
돈을 지출하도록 해주었다. 최근의 다른 결정은 선거에서 
억만장자들이 지출하는 돈을 제한하는 오래된 법률을 
뒤집었다. 
그 결과, 기업들과 그 억만장자 소유주들은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선거의 결과의 방향을 틀기 위해 유례없는 돈을 
지출하고 있다. 
기업들과 억만장자들은 우리의 선거에서 California 
유권자들보다 큰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기업들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 부으면서 
유권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대법원의 결정은 잘못되었으며 수정되어야 한다. 
기업은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기업은 인간이 아니다. 기업은 투표를 하거나, 아프거나 
전쟁에서 죽지 않는다. 헌법은 기업이 아닌 인간을 
보호하고자 작성된 것이다. 대법원이 기업에 부여한 권리를 

통해, 유권자, 소비자, 노동자 및 소기업 소유자와 같은 진짜 
사람들의 목소리가 묻혀 버릴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사람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후보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모금하고 지출하는 데 대한 합리적인 한도를 
설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제안 59에 대한 찬성 투표를 하여 의회가 U.S. 의회가 이 
부패한 정치적 자금 지츨을 종식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통과시키라고 말해야 한다. 
California 유권자들은 투표 법안을 이용하여 우리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에게 지시하고 개선해 왔다. 제안 59를 통해 
이러한 중요한 현안에 대해 이러한 일을 수행할 수 있다. 
실제적인 선거운동 재정 개혁은 미국 전체에 걸친 풀뿌리 
지지의 근간과 함께할 때만 일어날 수 있다. 우리의 몫을 
다해 제안 59에 찬성 투표합시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지금 행동하라는 
메시지를 의회에 보냅시다. 
제안 59에 찬성 투표 하십시오. 
BEN ALLEN, 상원의원 
MICHELE SUTTER, 공동 창립자 
Money Out Voters In 
KATHAY FENG, 전무이사 
California 공동연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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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자들의 공포 전술에 속지 마십시오. 
제안 59에 찬성 투표해야 하는 이유는 대법원의 재앙적 
수준의 시민 연합 판결을 뒤집어야 하기 때문이며, 이 
판결은 기업들과 부유한 특수 이해층이 우리의 선거권을 
돈으로 사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개혁을 결코 입법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반대자들은 여러분이 Citizens United 를 뒤집는 것이 
여러분의 일차 수정안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한다. 우리의 선거권을 통제하고 싶어하고 
Citizens United를 뒤집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오직 
엄청난 돈을 소유한 이해관계자들 뿐이다. 
기업들은 인간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면 안 되며, 우리의 
선거를 통제하도록 무제한의 돈을 지출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CITIZENS UNITED 결정이 하려는 일이 바로 
그러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업 및 조합의 정치적 
지출에 대한 한도를 무너뜨린다. 
민주당, 공화당, 독립적 중도 성향 유권자들은 Citizens 

United 가 헌법 개정안으로 뒤집혀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제안 59에 찬성 투표하여 의회에게 행동하라고 말해야 
한다. 
Citizens United를 뒤집으면 우리의 선거 주인의식을 
정상적인 American에게 돌려주는 의미있는 선거운동 재정 
개혁으로 향하는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된다! 제안 59에 찬성 
투표하면 우리 인간들이 선거 기간 동안 우리 목소리를 내고 
싶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의회에 보내게 될 것이다. 
반대자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기업들과 억만장자들이 우리의 
선거를 계속 돈으로 사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제안 59에 찬성 투표하면 정치권에서 많은 돈을 지원받아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회복할 수 있다. 
MARK LENO, 상원의원 
MICHELE SUTTER, 공동 창립자
Money Out Voters In 
KATHAY FENG, 전무이사
California 공동연대 이사 

제안 59 는 유권자의 시간과 납세자의 돈을 심하게 
낭비하는 법안이다. 
입법부는 아무 것도 약속하지 못하는 조언적 성격의 
법안을 투표에 부쳐 놓고, 선거운동 재정 개혁을 원하고 
Sacramento의 특수 이해관계자들의 권력을 제제하고자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하다. 그 
대신, 자유로운 발언권을 소기업 및 기업으로서 법인 설립을 
선택한 이들에게 주지 말자고 주장한다. 이 법안은 다음을 
달성하지 못하게 한다. 
 • 후보자 및 선거직 공무원들에게 기업의 기부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게 한다. 

 • 후보자 또는 선거직 공무원들에게 조합의 기부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게 한다. 

 • 정당에 기업의 기부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게 한다. 
 • 정당에 조합의 기부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게 한다. 
그 대신, 제안 59는 California 의회 의원들에게 United 
States 헌법의 일차 수정 내용을 변경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의회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일차 수정법을 어설프게 손보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 여러분의 종교적 계율을 지킬 권리? 
 • 여러분의 자유 발언할 권리? 
 • 여러분의 언론의 자유 권리? 
 • 평화롭게 집회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연대할 권리? 
 • 정부에 청원할 권리? 
제안 59의 지지자들은 "기업이 인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법인화되어 있다. 신문사 
및 TV 방송국도 법인화되어 있다. Facebook, Google 
및 Twitter도 법인화되어 있다. Common Cause, 여성 

유권자 연맹, 및 미 인권 옹호 조합(ACLU) 등의 조직들도 
법인화되어 있다. 사람들은 단지 법인화되어 있는 회사나 
조직과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헌법적 권리를 
잃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투표는 무의미한 법적 구속력 없는 법안에 의해 
농락당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처음이지만 여러분이 "찬성 투표를" 던진다면 절대 
마지막 사례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반대 투표를 
던진다면 입법부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셈이 된다. 
 • 우리의 돈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이 법안은 납세자의 
세금을 5만 달러 이상 낭비한다. 

 • 아무 일도 못하는 무의미한 법안으로 투표권을 농락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 연중 계속되는 기부의 수신 후 24시간 내 정치적 기부를 
공시하는 일을 시작하자 

 • 자신의 일을 시작하자. 우리의 망가진 교육 제도를 
고치자. 망가진 도로를 보수하자. 범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자. 

America 또는 California의 현재 정치 상태를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제안 59는 정치에 
지출되는 돈의 공개를 늘리게 하는 일에 아무 것도 못하는  
"기분만 나아지는" 법안이다. 
제안 59에 반대투표 해주십시오 이 법안은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
JEFF STONE, 주 상원의원
제28지구
KATCHO ACHADJIAN, 주 의회의원 
제35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