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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는 환경을 보호하려고 하지만 제안 제67호는 
사기입니다.
California 소비자들은 계산대에서 제공되는 종이 및 두꺼운 
비닐봉지마다 최소 10센트를 지불해야 할 것이며 이는 연간 
$300백만에 달하는 숨겨진 봉지 세금입니다. 
그리고 단 한푼도 환경 보호에 쓰이지 않습니다. 
대신 의회는 식료품점에 추가 이익으로 $300백만의 새로운 
봉지 세금을 모두 줍니다. 
매년 $300백만입니다! 
특별 이익 단체와 담합을 멈추십시오. 
특별 이익 단체 로비스트가 중개한 담합 속에서 제안 제
67호는 일 년에 최대 $300백만까지 식료품점의 이익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큰 식료품점 체인은 새로운 세수를 전부 가지게 됩니다. 
식료품점들은 소비자 덕분에 매년 $300백만이 더 부유해질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봉지 금지 세금 중 단 한푼도 환경 보호에 
쓰이지 않습니다. 
의회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세수를 제공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환경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 . .	목표는 
식료품점과 노동조합의 수익 신장입니다. 
이 조치로 식료품점은 특히 새로운 세금을 모두 수익으로 
가져야 합니다! 
담합과 숨겨진 봉지 세금을 중단하십시오. 
제안 제67호에 반대 투표하십시오. 

DOROTHY ROTHROCK, 회장 
California 주 제조자 및 기술 협회
THOMAS HUDSON, 상임 이사 
California 납세자 보호 위원회 
DEBORAH HOWARD, 상임 이사 
California 노인 옹호자 연맹 

제안 제67호 쓰레기 줄이기, 바다와 야생동물 보호 및 청소 
비용 절감에 찬성해주십시오.
일회용 비닐 쇼핑백은 공원, 나무 그리고 이웃으로 날아오는 
가장 눈에 띄는 쓰레기 중 하나로 우리의 강, 호수, 바다로 
밀려갑니다. 찬성에 투표하면 우리의 산, 계곡, 해변, 
지역사회에서 버려진 비닐봉지를 없애 이러한 장소를 
아름답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법을 통해 우리 주와 
지역사회의 쓰레기 청소 비용 수천만 달러도 절약됩니다. 
비닐봉지는 야생동물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비닐봉지는 매일 야생동물에게 해를 끼칩니다. 바다거북, 
해달, 물개, 물고기와 새들이 비닐봉지에 엉킵니다. 
어떤 동물은 먹이로 착각해 비닐봉지로 배를 채우고 
굶어 죽습니다. 제67호에 찬성하는 것은 우리의 바다, 
호수, 시내에서 플라스틱을 줄이고 야생동물을 보호할 
상식적인 해결책입니다."—Julie Packard, 상임 이사, 
Monterey Bay Aquarium 
제67호에 찬성한다면 비닐봉지를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CALIFORNIA의 성공이 계속됩니다. 
찬성 투표를 하면 의회가 통과시키고 주지사가 서명한 
낭비적인 일회용 비닐 쇼핑백 배포 중단 법이 정착될 
것입니다. 이 법은 바다, 야생동물, 소비자 및 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가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제안 제67호를 승인한다면 주 
전체에서 완전히 시행될 것입니다. 

많은 지역사회가 이미 비닐봉지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의 150개의 지방 도시와 카운티가 일회용 
비닐봉지를 금지했습니다. 이 법은 이미 성공을 거뒀습니다. 
일부 지역사회는 일회용 봉지를 거의 90퍼센트 줄였음은 
물론 소비자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다른 주의 비닐봉지 회사들이 CALIFORNIA에서 진행되는 
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반대하기 위해 다른 주 비닐봉지 회사 네 곳이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는 California가 
비닐봉지 폐기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조치를 무효화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주장을 믿지 마십시오. 특히 이미 지역에서 많은 
성공을 거둔 시점에서 California의 비닐봉지 법률이 발효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제67호에 찬성하여 CALIFORNIA 비닐봉지 쓰레기 감량법을 
지켜주십시오. 

JULIE PACKARD, 상임 이사 
Monterey Bay Aquarium 
JOHN LAIRD, 의장 
California 주 해양 보호 의회
SCOTT SMITHLINE, 국장 
California 주 자원 재활용 및 재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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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제67호에 속지 마십시오.
California 소비자들은 계산대에서 제공되는 종이 및 두꺼운 
비닐봉지마다 최소 10센트를 지불해야 할 것이며 이는 연간 
$300백만에 달하는 숨겨진 세금 인상입니다. 
그리고 단 한푼도 환경 보호에 쓰이지 않습니다. 
대신 의회는 식료품점에 추가 이익으로 $300백만의 새로운 
세금을 모두 줍니다. 
특별 이익 단체와 담합을 멈추십시오	 . . .  제안 제67호에 
반대 투표하십시오. 
봉지 세금을 중단하십시오 
제안 제67호는 유통업체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며 
계산대에서 제공되는 종이 또는 재사용 가능한 두꺼운 
플라스틱 봉지마다 반드시 최소 10센트를 부과하여 
식료품점이 가지도록 합니다. 
소비자는 식료품점이 무료로 제공하던 쇼핑백을 사용하기 
위해 매년 $300백만을 더 지불할 것입니다. 
세수는 식료품점, 특별 이익 단체로 갑니다 
제안 제67호로 식료품점은 일 년에 최대 $300백만의 
수익이 증가할 것입니다. 
큰 식료품점 체인은 세수를 모두 가지게 될 것입니다. 
식료품점은 소비자 덕분에 $300백만이 더 부유해질 
것입니다. 

봉지 세금 중 단 한푼도 환경 보호에 쓰이지 않습니다 
의회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세수를 제공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료품점이 반드시 새로운 봉지 세금 수익을 가지게 
했습니다. 
특별 이익 단체의 봉지 세금 거래를 멈추십시오 
제안 제67호는 식료품점의 수익 신장을 위해 Sacramento의 
특별 이익 단체 로비스트가 날조한 거래입니다. 
의회는 SB 270을 통과시켰고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새로운 
봉지 세금(쇼핑객에게 제공되는 종이 및 재사용 가능한 
두꺼운 비닐봉지마다 최소 10센트를 부과하며 이것이 모두 
식료품점의 수익이 됨)은 작은 활자로 숨겨져 있습니다. 
담합과 숨겨진 봉지 세금을 중단하십시오 
제안 제67호에 반대 투표하십시오. 

DOROTHY ROTHROCK, 회장 
California 주 제조자 및 기술 협회 
THOMAS HUDSON, 상임 이사 
California 납세자 보호 위원회 
DEBORAH HOWARD, 상임 이사 
California 노인 옹호자 연맹 

제67호에 찬성 투표하는 것은 California가 식료품점 
비닐봉지 금지와 함께 전진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환경을 생각한다고 주장하는 Texas와 South Carolina 소재 
비닐봉지 회사가 벌이는 기만적인 캠페인에 속지 마십시오. 
일회용 비닐봉지의 단계적 퇴출은 California에 큰 혜택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봉지는 야생동물을 죽이고 바다를 오염시키며 
재활용 기계를 망가뜨리고 정화 비용이 많이 드는 쓰레기를 
발생시킵니다. 
California 전역의 많은 지역사회가 이미 식료품점 
비닐봉지를 단계적으로 퇴출했으며 찬성 투표를 한다면 
이러한 진전이 계속될 것입니다. 
"업계의 그럴듯한 말을 믿지 마십시오! . . .	쇼핑객이 
자신의 가방을 가져오면 종이 또는 재사용 가능한 
비닐봉지에 부과되는 10센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e Los Angeles Times editorial board 
"California 전역에서 저희와 같은 작은 식료품점들이 제안 
제67호 찬성 투표를 지지합니다. 저희 지역사회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 금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자신의 재사용 가능한 가방을 가져오고 불필요한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에 한몫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소기업과 고객 모두에게 좋은 제도입니다."—Roberta Cruz, 
La Fruteria Produce 
"California 주민들은 특히 다른 주의 비닐봉지 
제조회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현명하다." 
—Sacramento Bee Editorial Board
제67호에 찬성 투표하여 California의 비닐봉지 쓰레기 및 폐기물 
단계적 퇴출 성공을 지켜주십시오. 

DOLORES HUERTA, 공동 창립자 
United 농장 노동자 조합 
SAM LICCARDO, 시장 
San Jose시 
MARY LUÉVANO, 위원 
California 주 연안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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