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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안 제65호에 대한 찬성 의견  

  발의안 제65호 찬성 의견에 대한 반박  

San Jose Mercury News는 제안 제65호를 "기만적인 전략"
으로 부르고 있으며 "주 역사상 가장 솔직하지 못한 투표 
법안 중 하나로 여길 만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안 제65호를 지지하는 다른 주의 비닐봉지 제조업자는 
California 환경 보호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여러분을 
혼란에 빠트립니다. 속지 마십시오. 

봉지는 공짜가 아닙니다. 비닐봉지 제조업자는 지방 
슈퍼마켓에 봉지당 최대 15센트의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의 비닐봉지 산업 수치는 거짓입니다. 
주에서 시행한 객관적 분석 프로젝트에 따르면 제안 제65
호 시행에서 나오는 수익 범위는 "제로"에서 많아야, $80
백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비닐봉지의 단계적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제안 
제67호에 찬성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제안 제65호로부터 
얻을 환경 보호 기금은 "제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안 제65호를 지지하는 비닐봉지 제조업자들은 
제안 제67호에 반대 투표 하도록 유권자를 설득하는 데 
몇 백만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우신가요? 바로 
비닐봉지 업계가 원하는 계획입니다! 

야생을 보호하고 다른 주의 비닐봉지 산업에 반대하려면 이 
법안이 아닌 제안 제67호에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 

비닐 봉지로 인한 오염, 쓰레기 및 오염 물질을 줄이려면 이 
법안이 아닌 제안 제67호에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 

납세자가 지불하는 비닐 봉지청소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이 
법안이 아닌 제안 제67호에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 

MARK MURRAY, 전무 이사 
쓰레기에 반대하는 California 사람들 

달콤한 가방세 거래 중지. 환경을 보호하세요 

제안 제65호는 슈퍼마켓이 장바구니세로 거둔 금액을 환경 
보호에 사용하지 않고 수익으로 유지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제안 제65항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는다면 
슈퍼마켓이 가져가는 연간 추가 이익은 최대 $300백만에 
이를 것입니다. 

이 돈은 법인 슈퍼마켓 체인의 이익이 아닌 환경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제안 제65호는 슈퍼마켓과의 달콤한 거래를 중지하고 가방 
비용을 가치 있는 환경 보호에 사용되도록 할 것입니다.

SACRAMENTO에서의 달콤한 거래 

빠듯한 수입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California 구매 고객이 
지불한 가방 수수료에서 나온 $300백만를 슈퍼마켓이 
이익으로 보전합니다. 올바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이를 허용하겠습니까? 

바로 주 의회입니다! 

특별 이익 단체 로비스트가 모여 만든 달콤한 거래로 의회는 
슈퍼마켓이 가방 수수료롤 추가 이익으로 보전하도록 
투표했습니다. 

슈퍼마켓이 $300백만만큼 더 부자가 되는 동안 구매 
고객은 $300백만만큼 더 가난해질 것입니다. 

로비스트와 입법자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대형 슈퍼마켓 체인과 소매업자는 지난 칠년 동안 
입법자에게 선거운동 기부금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자는 구매 고객 모르게 $300백만이라는 새로운 
이익을 이들에게 보장했습니다. 

특별 이익 단체와의 달콤한 거래를 중지하십시오. . .	제안 
제65호에 찬성 투표를 해주십시오. 

환경을 보호하는 더 나은 방법 

입법자가 했어야 하는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가방 비용을 진짜 환경 보호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일입니다. 

제안 제65호는 가방 비용을 가뭄 해갈, 해변 청소 및 쓰레기 
제거 등 환경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에 따라 슈퍼마켓 임원이 아닌 California 야생자원 
보존위원회가 자금을 관리하게 돼 California 사람들이 
혜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환경을 보호하세요. 달콤한 거래와 숨겨 놓은 가방세를 
중지하세요. 

제안 제65호에 찬성 투표를 해주십시오. 

THOMAS HUDSON, 전무 이사 
California 납세자 보호 위원회 
DEBORAH HOWARD, 전무 이사 
California 노인 옹호자 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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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안 제65호에 대한 반대 의견  

  발의안 제65호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  

제안 제65호 반대론자는 이 제안이 "실제적 중요성이 없다"
며 일축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300백만의 돈이 중요하지 
않은 슈퍼마켓의 이익으로 돌아가도록 할 것입니까? 

제안 제65호가 없다면 고객은 $300백만 중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며 환경 보호를 위해 California 주가 비닐봉지 
금지법을 시행한다면 환경이 보호될 것입니다. 

$300백만은 전부 슈퍼마켓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매년 $300백만입니다! 

제65호에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 슈퍼마켓에 주는 달콤한 
선물, 이제 그만하십시오. 

특별 이익 단체 로비스트가 모여 만든 달콤한 거래로 의회는 
슈퍼마켓이 가방 수수료롤 추가 이익으로 보전하도록 
투표했습니다. 

이들의 "비닐봉지 금지"로 슈퍼마켓은 고객에게 계산 시 
봉지를 주며 봉지 하나당10센트씩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또는 환경 프로젝트 전용 수수료 없이 비닐봉지를 
금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슈퍼마켓은 $300백만만큼 더 부유해지도록 하고 구매 
고객은 $300백만만큼 더 가난해지게 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더 나은 방법 

입법자가 했어야 하는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가방 비용을 진짜 환경 보호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일입니다. 

제안 제65호는 가방 비용을 가뭄 해갈, 해변 청소 및 쓰레기 
제거 등 환경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에 따라 슈퍼마켓 임원이 아닌 California 야생자원 
보존위원회가 자금을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제안 제65호는 환경을 위한 가방 비용을 지원합니다. 

단순하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십시오.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 

THOMAS HUDSON, 전무 이사 
California 납세자 보호 위원회 
DEBORAH HOWARD, 전무 이사 
California 노인 옹호자 연맹 

제안 제65호의 유일한 목적은 유권자의 혼란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제안 제65호는 많은 약속을 하지만 실제로는 환경에 
쓰레기를 배출할 뿐입니다. 이 제안은 다른 주에 소재한 
네 곳의 비닐봉지 회사가 마련한 것으로 이러한 회사는 
비닐봉지 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California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제65호는 실제적 중요성 없이 비닐봉지 단계적 폐지라는 
현안 문제에서 눈길을 돌리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65호로 하게 될 모든 일은 종이 봉지 판매로(비닐 봉지 
금지에 대한 대안) 직접 자금을 마련해 새로운 주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이 기금을 위한 돈을 극히 얼마 되지 
않은 금액으로 그마저도 시간이 흘러 사람들이 재사용 
가능한 가방을 사용할수록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 환경을 진정으로 보호하고자 하신다면 제67호에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 

이번 선거에서 California 환경을 위한 우선순위는 제안 
제67호에 찬성 투표를 해 해로운 비닐 오염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원, 나무, 근린 및 보존되고 있는 
공공 장소에서 비닐봉지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이 계속될 
것입니다. 

제안 제65호는 여러분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주시고 다음 투표에서 
California 핵심 사안인 비닐봉지 금지 법안에 찬성해 
주십시오. 

MARK MURRAY, 전무 이사
쓰레기에 반대하는 California 사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