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소는 선거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장됩니다.

• 투표소는 선거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장됩니다.

• 투표 방법은 투표소 요원에게서 얻거나 견본 
투표지 책자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처음 투표하는 사람은 연방법에 따라 
신분증이나 기타 문서를 제공하도록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문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시 투표를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 투표는 유자격 투표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 투표 장비를 조작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 빠른 참조 안내에는 
2016년 11월 8일 투표지에 
나타나는 각 주 제안에 
대한 요약과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식 유권자 정보 안내서                    

California 
총선거
2016년  
11월 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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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K-12 공립학교 시설의 신축과 현대화, 차터 스쿨과 직업 교육 
시설,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시설을 위해 90억 달러의 일반 
보증채 발행을 승인함. 재정적 영향: 주 정부가 채권의 원금(90억 
달러)과 이자(86억 달러)를 갚기 위해 약 176억 달러의 비용을 
쓰게 됨. 35년 동안 매년 약 5억 달러가 지불될 예정임.

발의안 학교 채권. K-12 학교와 커뮤니티 칼리지 시설을 위한 
기금 마련. 입법 발의안. 51

반대 제안 제51호는 
탐욕스러운 

개발자들이 수익을 위해 
납세자들을 착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제안 제51
호는 국회의원들이 공정한 학교 
기금을 제공하는 것을 막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학교는 뒤처지게 
됩니다. 납세자 의무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쓰레기, 부정 및 
남용에 대항할 것이 없습니다. 
Brown 주지사는 제안 제51호에 
반대합니다. 제안 제51호에 
반대 투표를 해주십시오.

찬성 우리의 아이들은 
안전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어야 하지만 많은 
학교와 지역 대학은 건강과 
안전 표준을 충족하려면 수리가 
필요합니다. 제안 제51호는 
악화되고 있는 학교를 수리하고 
교실을 업그레이드하며 퇴역 
군인과 직업 교육을 위한 직업 
훈련 시설을 제공할 것입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지역 납세자가 
책임을 집니다. 

찬반의견

반대 본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의 

의미: 주는 K–12 공립 학교와 
지역 대학 시설에 대해 새로운 
일반공채를 판매하도록 
승인하지 않습니다.

찬성 본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의 

의미: 주는 교육 시설에 대해 
$9십억의 일반공채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K–12 공립 학교 
시설의 경우 $7십억, 지역 대학 
시설의 경우 $2십억).

찬반 투표의 의미

요약

메디-칼 (Medi-Cal) 의료 서비스, 무보험 환자 진료, 어린이 
건강보험 혜택 기금 마련을 위해 부담금을 병원에 부과하는 현행 
법령을 무기한 연장함. 재정적 영향: 주 정부의 일반 기금 저축에 
대해 상대적으로 작은 영향부터 연간 약 10억 달러까지 절감, 
그리고 공립 병원에 대해 매년 낮은 수 억 달러의 증가된 기금 
충당에 이르기까지 재정적 영향이 불확실함.

반대 $3십억 이상의 
납세자 부담액에 

대한 모든 책임과 관리를 
없애줍니다. 독립적인 감사와 
건강 관리에 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요구 사항 없이 병원 CEO
에게 $3십억을 제공합니다. 
공공 기금을 어린이와 노인 대신 
로비스트, 특전 및 병원 관료의 
급여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찬성 제안 제52호에 
찬성하면 현재 주 

메디-칼[Medi-Cal] 병원 수수료 
프로그램이 연장되어 어린이, 
노인 및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건강 관리 서비스에 지불되는 
기금에 버금가는 연간 $3십억 
이상이 연방에 생성됩니다. 
제안 제52호는 입법부가 이 
금액을 유권자 승인 없이 다른 
목적에 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찬반의견

반대 본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의 의미: 

대부분의 사립 병원에 부과되는 
기존 수수료는 입법부의 추가 
연장 조치가 없는 한 2018년 1
월 1일에 종료됩니다.

찬성 본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의 의미: 

현행 법률에 따라 2018년 1
월 1일에 종료될 예정으로 있는 
대부분의 사립 병원에 부과되는 
기존 수수료는 영구 연장됩니다. 
입법부가 이를 변경하는 것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거둔 수익은 주의 수입을 
창출하며 저소득 California 
주민에게 병원 서비스에 대한 
지급금을 증가시키고 공공 
병원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찬반 투표의 의미

추가 정보 연락처

찬성
Yes on Proposition 51—
Californians for Quality 
Schools

info@californiansforqualityschools.com
www.californiansforqualityschools.com

반대
G. Rick Marshall, Chief 
Financial Of�cer

California Taxpayers Action 
Network

621 Del Mar Avenue
Chula Vista, CA 91910
(310) 346-7425
rick@StopProp51.org
StopProp51.org

추가 정보 연락처

찬성
Yes on Proposition 52, a 
coalition of California 
Association of Hospitals and 
Health Systems and 
non-pro�t health care 
organizations.

info@yesprop52.org
www.yesprop52.org

반대
George M. Yin
Californians for Hospital 
Accountabilty and Quality 
Care—No on 52, Sponsored 
by 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United 
Healthcare Workers West

777 S. Figueroa Street, Suite 
4050, Los Angeles, CA 90017
(213) 452-6565
gyin@kaufmanlegalgroup.com
www.noon52.com

빠른 참조 안내
발의안 메디-칼[MEDI-CAL] 병원 부담금 프로그램. 

헌법 수정 및 입법 발의안. 52

8 | 빠른 참조 안내



 | 9

요약

채권액이 20억 달러를 초과할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주 
정부가 수익 채권을 발행하거나 판매하기 전에 주 전체 유권자의 
승인이 필요함. 재정적 영향: 주 및 지방 정부의 재정적 영향은 알 
수 없으며, 이 조치에 의해 어떤 프로젝트가 영향을 받을지, 이 
조치의 투표 요건에 대해 정부 기관과 유권자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달려 있음.

발의안 수익 채권. 주 전체 유권자 승인. 
헌법 수정 발의안. 53

반대 제안 제53호는 
일부 지역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주 전체의 
투표를 요구함으로써 지역 
통제를 잠식합니다. 먼 지역의 
유권자들이 커뮤니티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안 제53
호는 수자원 공급, 다리 안전, 
기타 수리를 위태롭게 합니다. 
비상/재난 사태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California 주 전문 
소방관, 시, 카운티, California 
주 수도국협회는 제안 제53호에 
대한 반대를 촉구합니다.  
www.NoProp53.com

찬성 제안 제53호는 
유권자가 초고속 

열차 같은 주 수익 공채로 $2
십억 이상의 비용이 드는 주 
거대 프로젝트에 대한 유권자 
승인을 요구합니다. 지역 
프로젝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투명성이 증가하므로 
납세자는 실제 비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 책임을 지며 
백지 수표 사용이 중지됩니다. 
납세자가 지불해야 하는 경우 
발언을 해야 합니다!

찬반의견

반대 본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의 의미: 

주 수익 공채는 유권자 승인 
없이 계속 사용될 수 있습니다. 

찬성 본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의 의미: 

주에서 기금을 지원하거나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총 $2십억 
이상인 주 수익 공채는 주 전체 
유권자 승인이 필요합니다.

찬반 투표의 의미

요약

투표 전 72시간 동안 인터넷에 게시하지 않는 한 의회가 어떤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함. 의회가 그 절차를 녹화하여 인터넷에 
게시해야 함. 녹화물의 사용 권한을 부여함. 재정적 영향: 의회 
회의를 녹화하고 그 회의의 영상물을 인터넷에 게시하는데 필요한 
1백만에서 2백만 달러의 일회성 비용과 연간 약 1백만 달러의 
지속성 비용.

반대 반대 투표를 
하면 법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도록 모든 California 시민이 
무료 인터넷과 TV 액세스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 
투표는 담배, 석유 및 제약 
회사 같은 특수 이익 단체가 
주 법률의 통과를 지연시키는 
것도 방지합니다. 반대 투표는 
정치적 "공격"을 하는 광고도 
제한합니다.

찬성 제안 제54
호는 특수 이익 

단체가 72시간 검토 없이 
국회 의사당에서 법률이 깜짝 
통과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제안 
제54호는 모든 입법부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게시하므로 
유권자가 국회의원의 공적 
행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정부, 납세자, 소수집단, 
비즈니스 및 환경 단체의 
초당적 연합체가 제안 제54
호를 지지합니다. 새로운 세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찬반의견

반대 본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의 의미: 

입법부의 규칙과 의무는 바뀌지 
않습니다.

찬성 본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의 의미: 

모든 법안(법안 변경 포함)
은 국회의원이 이용할 수 있고 
입법부에서 이를 통과시키려면 
최소 72시간 동안 인터넷에 
게시해야 합니다. 입법부는 
공청회를 기록하고 공청회에 
대한 비디오를 인터넷에서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찬반 투표의 의미

추가 정보 연락처

찬성
Yes on 53—Stop Blank Checks
925 University Ave. 
Sacramento, CA 95825
(916) 500-7040
Info@StopBlankChecks.com
www.YESon53.com

반대
No on Prop. 53—Californians 
to Protect Local Control

info@NoProp53.com
NoProp53.com

추가 정보 연락처

찬성
Yes on 54—Voters First, Not 
Special Interests, 
Sponsored by Hold

 Politicians Accountable
1215 K Street, Suite 2260 
Sacramento, CA 95814
(916) 325-0056
info@YesProp54.org
www.YesProp54.org

반대
Steven Maviglio
Californians for an Effective 
Legislature

1005 12th St., Suite A 
Sacramento, CA 95814
(916) 607-8340
steven.maviglio@gmail.com
www.NoOnProposition54.com

빠른 참조 안내
발의안 의회. 입법과 절차. 

헌법 수정 및 입법 발의안.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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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12년에 제정된 25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한 임시 개인 
소득세 인상을 12년까지 연장하여 그 수익을 K-12 학교,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 배당하고, 특정 연도 동안에는 
보건에도 배당함. 재정적 영향: 경제와 주식 시장에 따라 2019
년부터 2030년까지 연간 40억에서 90억 달러에 이르는 주 
세입의 증가. 학교, 커뮤니티 칼리지, 저소득층을 위한 보건, 예산 
비축금, 부채 지불을 위한 기금의 증가.

발의안 교육 및 보건 기금을 위한 세금 연장. 
헌법 수정 발의안. 55

반대 제안 제55호에 
반대 투표를 

해주십시오.—임시는 임시를 
의미해야 합니다 유권자들은 
Brown 주지사가 임시라고 
말했기 때문에 2012년에 더 
높은 세금을 지지했습니다. 
주 예산액은 예산 잔액에 더 
높은 세금이 필요하지 않음을 
보여주지만 특수 이익 단체들은 
정부를 더 크게 성장시키기 위해 
연장을 원합니다. 그들에게 
아니요라고 외치십시오.

찬성 제안 제55호는 
아이들의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제안 제55호는 
California 공공 학교에 대한 $4
십억 삭감을 방지하고 엄격한 
회계 요구 사항을 이용하여 
가장 부유한 캘리포니아 시민에 
대해 현행 세율을 유지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 관리를 이용을 
증가시킵니다. 우리는 지난 
불경기 동안 겪었던 많은 
삭감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www.YesOn55.com 

찬반의견

반대 본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의 의미: 

고소득 납세자에 대한 소득세 
증가는 2018년 말에 예정대로 
만료됩니다.

찬성 본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의 의미: 

2018년 이후에 종료 예정인 
고소득 납세자에 대한 소득세 
증가는 대신 2030년까지 
연장됩니다.

찬반 투표의 의미

요약

담배세를 1갑 당 2달러 인상하며 다른 담배 제품 및 니코틴을 
함유한 전자 담배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인상함. 재정적 영향: 
2017-18년에는 10억에서 14억 달러의 추가적인 주세 순수입이 
있겠고, 그 이후 연도에는 세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세입은 
캘리포니아 저소득층의 보건 지원 증대에 주로 사용될 것임.

반대 본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의 의미: 

담배, 기타 담배 제품 및 전자 
담배에 대한 기존 주세금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찬성 본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의 의미: 

담배에 대한 주 내국소비세는 
87센트에서 $2.87로 한 갑당 
$2 증가합니다. 다른 담배 
제품에 대한 주 내국소비세는 
비슷하게 증가할 것입니다. 주 
내국소비세는 전자 담배에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높은 
세금에서 얻는 수익은 많은 
목적에 사용될 것이지만 주로 
저소득 Californians의 건강 
관리에 대한 지출을 늘리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찬반 투표의 의미

추가 정보 연락처

찬성
Jordan Curley
Yes on 55—Californians for 
Budget Stability

1510 J Street, Suite 210 
Sacramento, CA 95814
(916) 443-7817
info@protectingcalifornia.com
www.YesOn55.com

반대
Howard Jarvis Taxpayers 
Association 
www.hjta.org

추가 정보 연락처

찬성
Yes on 56—Save Lives 
California

1020 12th Street, Suite 303 
Sacramento, CA 95814
(916) 706-2487
info@YesOn56.org
YesOn56.org

반대
No on 56—Stop the Special 
Interest Tax Grab

925 University Ave. 
Sacramento, CA 95825
(916) 409-7500
Info@NoOnProposition56.com
www.NoOnProposition56.com

발의안 보건, 담배 사용 예방, 
연구와 법 집행 기금을 위한 담배세. 
헌법 수정 및 입법 발의안. 56

찬성 56의 금액을 
따르십시오: 이 

$1.6십억의 세금 증가는 건강 
보험 회사와 특수 이익 단체에 
$1십억을 줍니다 발의안 제56
호는 우리의 최소 학교 기금 
보증을 피하여 연간 $600
백만을 학교에서 사취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의 13%만이 
흡연자를 돕거나 어린이들의 
흡연 시작을 예방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발의안 제56호에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찬성 담배 관련 건강 
관리는 담배를 

피지 않는다고 해도 California 
납세자에게 연간 $3.5십억의 
세금을 거두고 있습니다. 제안 
제56호는 흡연 예방과 건강 
관리를 위해 담배 세금을 
부과하는 수익자 부담금 
같으므로 흡연자는 자신의 
비용에 대해 당연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미 암사회 암행동 
네트워크는 어린이 흡연을 
예방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제안 제56호를 지지합니다.

찬반의견

빠른 참조 안내

10 | 빠른 참조 안내



 | 11

발의안 형사 선고. 가석방. 
청소년에 대한 형사 절차 및 선고. 
헌법 수정 및 입법 발의안. 57

요약

비폭력 중죄인에 대한 가석방 고려를 허용함. 갱생, 선행 및 교육에 
대한 선고 크레딧을 승인함. 청소년이 성인으로 기소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소년 법원 판사에게 부여함. 재정적 영향: 
실행에 따라, 주 단위에서 연간 수천만 달러의 순 비용 절감이 
가능함. 카운티의 연간 순 비용 절감은 수백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됨.

반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안 제57

호에 반대 투표를 해주십시오. 
• 승인합니다. 의식을 잃은 
희생자를 강간한 사람을 포함한 
폭력적 범죄자의 조기 석방을 
승인하는 법안입니다. 
• 승인합니다.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라 해도 16,000명의 
위험한 범죄자의 즉시 석방을 
승인하는 법안입니다. 
• 개정합니다. California 헌법을 
개정합니다. 희생자의 권리를 
빼앗아 범죄자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제57호에 반대 투표를 
해주십시오.

찬성 California 공공 
안전 리더와 범죄 

희생자들은 제안 제57호인 
공공 안전 및 갱생 조약 2016
을 지지합니다. 제안 제57
호가 청소년과 성인 재소자를 
갱생시키고 수백만의 납세자 
세금을 절약하면서 위험한 
범죄자를 교도소에 계속 
수감시키는 자원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제안 제57호에 
찬성하십시오.

찬반의견

반대 본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의 

의미: 재소자 석방 프로세스에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주 
교도소 시스템은 재소자에게 
추가 교정 점수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특정 청소년은 소년 
법원에서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성인 법정에서 계속 재판할 수 
있습니다. 

찬성 본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의 

의미: 비폭력 중죄를 저질러 
유죄 선고를 받은 특정 주 
교도소 재소자들은 다른 
재소자들보다 일찍 석방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 교도소 
시스템은 근신 중이고 승인된 
갱생 또는 교육적 성취를 거둔 
재소자에 대해 추가 교정 점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성인 법정으로 이관되기 전에 
소년 법원에서 청문회를 가져야 
합니다. 

찬반 투표의 의미

추가 정보 연락처

찬성
James Harrison
Remcho, Johansen and 
Purcell, LLP

1901 Harrison Street, 
Suite 1550
Oakland, CA 94612
(510) 346-6200
Info@SafetyandRehabilitation.com
www.Vote4Prop57.com

반대
William Kolkey
Stop Early Release of Violent 
Criminals Committee 
FPPC#1386627 
No on 57 Committee

921 11th Street, #300 
Sacramento, CA 95814
(916) 409-7401
will@StopEarlyRelease.com
www.StopEarlyRelease.com

빠른 참조 안내

요약

학생들이 영어에 능숙해지도록 공립학교가 보장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그대로 유지함. 교육구가 언어 습득 프로그램 개발에 
학부모/지역 사회의 의견을 구할 것을 요구함. 가능한 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영어 습득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을 요구함. 영어 
원어민 및 비원어민을 위한 이중 언어 몰입 프로그램을 만들 
권한을 교육구에 부여함. 재정적 영향: 교육구 또는 주 정부에 
미치는 주목할만한 재정적 영향은 없음.

반대 본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의 

의미: 공립 학교는 대부분의 
영어 학습자에게 영어 전용 
프로그램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찬성 본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의 의미: 

공립 학교는 영어 전용, 2개 
국어 또는 다른 종류의 프로그램 
등 영어 학습자를 가르치는 
방법을 더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찬반 투표의 의미

발의안 영어 숙달. 다중 언어 교육. 
입법 발의안. 58

반대
www.KeepEnglish.org

추가 정보 연락처

찬성
Lisa Gasperoni
Yes on 58—Californians for 
English Pro�ciency, California 
State Council of Service 
Employees 

1510 J Street, Suite 210 
Sacramento, CA 95814
(916) 668-9103
info@SupportProp58.com
www.SupportProp58.com

찬반의견

반대 제안 제58
호는 우리가 

영어를 가르치는 방법을 
현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안은 어린이를 위한 영어 
교육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려고 합니다. 영어의 
성공은 극적이었습니다. 이민자 
어린이들은 전보다 더 빠르게 
영어를 학습하고 있으며 많은 
수의 이민자 어린이들에게 대학 
입학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찬성 교사, 학부모, 
학교장, 지역 

학교 이사회 및 Jerry Brown 
주지사는 학생들이 가능한 빨리 
영어를 학습하도록 돕고 영어를 
말하는 사람이 제2 외국어를 
마스터할 기회를 확장하는 제안 
제58호를 지지합니다. 제안 제
58호는 학생들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지침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지역 통제권을 학군에 
부여합니다.

빠른 참조 안내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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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캘리포니아의 선출직 공무원이 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시민 연합 대 연방 선거 관리 위원회) 에서 
내린 미연방대법원의 결정을 뒤집는 연방 헌법 수정을 제안하고 
비준하는데 자신들의 권한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질문함. Citizens 
United(시민 연합)는 기업 및 노조에 의한 정치적 지출에 특정한 
한계를 두는 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음. 재정적 영향: 주 
또는 지방 정부에 미치는 직접적인 재정적 영향은 없음.

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시민 연합 대 
연방 선거 위원회) (2010) 558 U.S. 310 및 기타 관련 법률적 
선례를 번복하고, 캠페인 기부 및 지출에 대한 완전한 규제나 
제한을 허용하며, 부의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서로에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게 보장하고, 기업이 사람과 동일한 
헌법상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의 선출된 공무원들이, 미국 헌법 개정안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을 제안하고 비준하는 것을 포함하나 그것들에 한정되지 
않는, 헌법이 부여한 그들의 모든 권한을 사용해야 합니까?

발의안 기업. 정치적 지출. 
연방 헌법 보호. 
입법 자문 질문. 59

찬성 입법부는 의회가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도록 요구하는 무기명 
투표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납세자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무기명 투표 
조치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대신 Sacramento의 정치인들은 
투명성과 California로 직업을 
유치하는 일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제인 제59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반대 
투표하십시오!

찬성 제안 제59호에 
찬성 투표하여 

의회에 우리는 정치에서 큰 
자금을 가져와 무제한 캠페인 
지출이 무료 연설이고 회사는 
실제 사람들과 같은 헌법에 
규정된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하는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원한다고 말하십시오.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고 의회에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찬반의견

반대 본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의 의미: 

유권자는 캠페인 지출과 기부금 
규정을 변경하려는 공무원을 
선출하도록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찬성 본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의 

의미: 유권자는 캠페인 지출과 
기부금의 향상된 규정을 찾기 
위해 헌법 기관을 이용하는 
공무원을 선출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자문 조치로서 제안 
제59호는 의회 또는 California 
입법부의 특정 조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찬반 투표의 의미

요약

성인 영화 출연자가 성관계를 촬영하는 동안 콘돔을 사용할 것을 
요구함. 제작자가 출연자의 예방 접종, 검사 및 의료 검진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함. 제작자가 영화 사이트에 콘돔 요건을 
게시하도록 요구함. 재정적 영향: 연간 수백만 달러의 주 및 
지방세 수익 감소의 가능성 있음. 단속을 위해 연간 1백만 달러 
이상의 주 정부 지출의 인상이 예상되나 새로운 수수료에 의해 
부분적으로 상쇄될 것으로 예상됨.

반대 본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의 의미: 

California의 성인 영화 제작은 
현재 성인 영화 제작에 콘돔 
사용을 요구하도록 해석되는 
규칙을 포함하여 현재의 주 및 
지역 직장 건강 및 안전 요구 
사항이 계속 적용될 것입니다.

찬성 본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의 의미: 

California의 성인 영화 제작에 
추가 직장 건강 및 안전 요구 
사항과 이러한 요구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추가 방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찬반 투표의 의미

추가 정보 연락처

찬성
Derek Cressman
California Common Cause
(323) 536-1459
vote@yesonCAProp59.com
www.yesonCAProp59.com

반대
Dave Gilliard
Gilliard, Blanning & Associates
5701 Lonetree Blvd., Suite 301 
Rocklin, CA 95765
(916) 626-6804
info@gbacampaigns.com

추가 정보 연락처

찬성
Rick Taylor
Yes on Prop. 60, For Adult 
Industry Responsibility (FAIR)

22815 Ventura Blvd., #405 
Los Angeles, CA 91364
(310) 815-8444
rick@dakcomm.com
www.FAIR4CA.org

반대
Eric Paul Leue
Californians Against Worker 
Harassment

PO Box 10480 
Canoga Park, CA 91309
(818) 650-1973
press@freespeechcoalition.com
www.DontHarassCA.com

발의안 성인 영화. 콘돔. 건강 요건. 
입법 발의안. 60

반대 제안 제60
호를 통해 

모든 Californian이 성인 
콘텐츠를 배포하거나 제작하며 
프라이버시를 위반하고 직장 
안전을 약화시키는 성인 영화 
제작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일의 특수 이익 
단체는 수백만 달러를 제안 제
60호의 결점을 위장하는 데 
지출했습니다. 노동자, 공공 
건강, 시민 권리 조직, California 
민주당 및 California 공화당이 
연합하여 제안 제60호에 반대 
투표하십시오.

찬성 제안 제60호에 
찬성 투표하면 

성인 영화 제작자들이 
연기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노출하는 상황을 
중단하여 납세자의 수백만 
달러 세금을 줄일 것입니다. 
제안 제60호는 California 건강 
공무원들이 포르노 제작자들이 
결국 다른 California 산업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직장 보호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새로운 
집행 도구를 제공합니다.

찬반의견

빠른 참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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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주 정부가 어떠한 처방약이라도, 미연방 보훈청(United State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에서 매입하는 최저가 이상의 
가격으로는 제약회사로부터 구입하지 못하도록 함. 메디-칼
(Medi-Cal)을 통해 자금 지원 및 관리되는 의료 프로그램의 
처방약은 제외됨. 재정적 영향: (1) 그 조치의 구현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와 (2) 그 조항 및 해당 약의 가격 
책정에 관한 제약회사의 반응에 따라 미지의 액수에 해당하는 주 
비용 절감의 가능성이 있음.

발의안 주 처방약 구입. 
가격 책정 표준. 입법 발의안. 61

반대 전문가들은 
제안 제61호가 

처방약 가격을 증가시키고 
환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며 
납세자의 수백만 달러 세금을 
낭비하는 더 많은 요식 체계와 
소송을 초래하고 처방약 비용 
증가로 재향 군인에게 손해를 
입힐 것입니다. California 주 
의학협회, California NAACP, 
California 납세자 협회, Ovarian 
Cancer Coalition of Greater 
California, 외국전쟁 참전 
재향군인(VFW), Department 
of California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www.NoProp61.com

찬성 제안 제61호, 
California 의약품 

가격 경감 조약은 California 
주에서 구입하는 모든 처방약에 
U.S. 재향군인 업무부가 동일한 
의약품에 대해 지불하는 가격 
이하로 지불해야 할 것이며 
이는 모든 연방 기관 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찬반의견

반대 본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의 

의미: 주 기관은 U.S. 재향군인 
업무부가 지불하는 대금에 
관계 없이 처방약의 가격, 
대금 지불을 협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찬성 본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의 

의미: 주 기관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의약품에 대해 U.S. 
재향군인 업무부가 지불하는 
최저 가격보다 처방약에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금지할 
것입니다.

찬반 투표의 의미

요약

사형을 폐지하고 이를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함. 기존 사형 
판결에도 소급 적용함. 종신 수감자의 임금 중 피해자 배상에 
적용될 수 있는 몫을 인상함. 재정적 영향: 다양한 요인에 따라 
수천만 달러의 편차가 생길 수 있지만, 주 및 카운티의 형사 사법 
비용이 점차 절감되어 수 년 내에 연간 약 1억 5천만 달러의 순 
비용 절감이 예상됨.

반대 제안 제62호는 
어린이 살인자, 

대량 살인자, 연쇄 살인자 및 
강간/고문 살인자를 포함한 
잔인한 살인자에 대한 사형 
선고를 폐지합니다. 제안 제62
호는 이러한 살인자가 희생자가 
죽은 후에도 오랫동안 남은 
인생을 무료 건강 관리를 받으며 
납세자 비용으로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법 당국, 희생자 
가족 및 DA는 제안 제62호를 
반대합니다.

찬성 제안 제62호는 
실패한 사형 선고 

시스템을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엄격한 종신형으로 대체합니다. 
수형자는 사형대에 앉는 대신 
일하고 배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무고한 사람이 처형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납세자는 연간 
$150백만을 절약합니다. 
희생자 가족과 전 사형 선고 
옹호자들은 제안 제62호에 
찬성합니다.

찬반의견

반대 본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의 의미: 

1급 살인죄를 저지른 특정 
범죄자는 계속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 사형 선고를 
받은 범죄자에게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찬성 본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의 

의미: 1급 살인에 대해 주에서 
범죄자에게 사형을 구형할 
수 없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심한 처벌은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 수감이 될 
것입니다. 현재 사형 선고를 
받은 범죄자는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으로 재선고 받을 
것입니다.

찬반 투표의 의미

추가 정보 연락처

찬성
Aref Aziz
Yes on Prop. 61, Californians 
for Lower Drug Prices

22815 Ventura Blvd., #405
Los Angeles, CA 91364
(323) 601-8139
Yes@StopPharmaGreed.com
www.StopPharmaGreed.com

반대
No on Prop. 61—Californians 
Against the Deceptive Rx 
Proposition

(888) 279-8108
info@noprop61.com
www.NoProp61.com

추가 정보 연락처

찬성
Quintin Mecke
Yes on Prop. 62, Replace the 
Costly, Failed Death Penalty 
System

5 Third Street, Suite 724 
San Francisco, CA 94103
(415) 243-0143
info@justicethatworks.org
www.YesOn62.com

반대
Mike Ramos
Californians for Death Penalty 
Reform and Savings

520 Capitol Mall, Ste. 630 
Sacramento, CA 95814
(800) 372-6417
info@noprop62yesprop66.com
www.noprop62yesprop66.com

빠른 참조 안내
발의안 사형. 

입법 발의안. 62

빠른 참조 안내 | 13



14 | 

요약

탄약 구입에 대해 신원 조사 및 법무부의 승인을 요구함. 대용량 
탄창의 소유를 금지함. 특정한 사람의 총기 소지를 금하는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함. 법무부가 연방 범죄 경력 즉시 확인 
시스템(National Instant Criminal Background Check System)에 
참여할 것을 요구함. 재정적 영향: 총기 소지가 금지된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 그들에게서 총기를 압수하기 위한 새로운 
법정 절차와 관련하여 연간 수천만 달러의 주 및 지방 정부의 법 
집행 비용의 증가가 예상됨.

발의안 총기. 탄약 판매. 
입법 발의안. 63

반대 법률 집행, 테러 
방지 전문가 및 

인권 옹호 단체는 압도적으로 
제안 제63호를 반대합니다. 이 
제안은 공공 안전 커뮤니티가 
아닌 정치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법률 집행과 
납세자에게 비용 부담이 있으며 
준법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찬성 제안 제63호는 
총과 무기를 

잘못된 사람의 손에서 빼앗아 
공공 안전을 개선할 것입니다. 
법률 집행과 공공 안전 리더는 
폭력적인 흉악범, 국내 남용자 
및 정신적으로 위험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치명적인 
무기와 탄약을 구입하고 
사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총기 폭력을 줄이므로 제안 제
63호를 지지합니다. 

찬반의견

반대 본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의 의미: 

새로운 화기 또는 무기 관련 
요구 사항은 구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찬성 본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의 

의미: 특정 범죄의 유죄 판결 시 
개인으로부터 무장을 해제하는 
새로운 법정 프로세스를 만들 
것입니다. 무기의 판매 또는 
구매와 관련된 새로운 요구 
사항이 구현될 것입니다.

찬반 투표의 의미

요약

21세 이상 성인의 대마초 사용을 주 법률로 합법화함. 판매 및 
재배에 주 세금을 부과함. 업종 면허를 제공하고 대마초 제품에 
대한 표준을 설정함. 지방 정부의 규제와 과세를 허용함. 재정적 
영향: 연간 높은 수억 달러에서 10억 달러 이상에까지 이르는 추가 
세금 수익이 예상되며, 이것은 주로 특정 용도로 전용될 것임. 매년 
수천만 달러의 형사 사법 비용 감소 효과가 예상됨.

반대 본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의 의미: 

비의료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처리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의료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처리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합법입니다.

찬성 본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의 

의미: 21세 이상의 성인은 
특정 제한은 있지만 비의료 
목적으로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재배하거나 처리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는 비의료 
대마초 비즈니스를 규제하고 
의료 및 비의료 목적의 대마초 
재배와 판매에 세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이런 세금으로 
얻는 대부분의 수익은 청소년 
프로그램, 환경 보호 및 법률 
시행을 지원할 것입니다.

찬반 투표의 의미

추가 정보 연락처

찬성
Lindsey Cobia
Safety for All
268 Bush Street #222 
San Francisco, CA 94104
(415) 735-5192
safetyforall@safetyforall.com
www.safetyforall.com

반대
Coalition for Civil Liberties
info@coalitionforcivilliberties.com
www.stoptheammograb.com

추가 정보 연락처

찬성
Dustin Moore
Yes on 64, Californians to 
Control, Regulate and Tax 
Adult Use of Marijuana  
While Protecting Children

1029 H St., Suite 301 
Sacramento, CA 95814
(916) 382-2952
info@yeson64.org
www.yeson64.org

반대
Tim Rosales
No on 64
2150 River Plaza Drive #150 
Sacramento, CA 95833
(916) 473-8866
info@NoOn64.net
www.NoOn64.net

빠른 참조 안내
발의안 대마초 합법화. 

입법 발의안. 64

반대 제안 제64
호는 DUI 

표준을 의도적으로 누락하여 
대마초로 장애가 있는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질주하도록 
합니다. California 주 고속도로 
순찰대원 협회 및 Dianne 
Feinstein 상원의원은 강경하게 
반대합니다. 수 많은 어린이와 
10대들이 시청하는 쇼에서 
대마초, 껌 캔디 및 브라우니 
흡연을 홍보하는 광고를 
합법화합니다. 쇼는 무모하게 
어린이 건강 및 안전을 
무시합니다. California 주 병원 
협회에서 반대했습니다. 반대 
투표하십시오.

찬성 제안 제64호는 
성인이 대마초를 

사용하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 제안은 
마리화나 사용을 통제하고 
규제하며 세금을 부과하고 
어린이를 위해 국가에서 가장 
엄격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수십억 달러의 방과후 프로그램, 
직업 교육, 약물 치료를 
제공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의 
운전을 엄중 단속합니다. 
대마초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을 수정하십시오. YesOn64.
org를 방문하십시오!

찬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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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법에 규정된 구매품 봉지 판매를 통해 식료품점 및 기타 특정 
소매점에 의해 수집된 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함. 가게들이 구매품 
봉지 판매 수익을 특정 환경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특별 기금으로 
예치하게 함. 재정적 영향: 상황에 따라 매년 수천만 달러의 
잠재적인 주 정부 세입이 예상되며, 이 돈은 특정 환경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임.

발의안 구매품 봉지. 요금. 
입법 발의안. 65

반대 제안 제65호는 
South Carolina와 

Texas 등 다른 주의 비닐 제조 
기업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회사는 California
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으며 
유권자를 혼동시키고 식료품점 
비닐봉지의 단계적 폐지 
필요성이라는 실질적인 문제를 
알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65호는 기만적이며 투표할 
가치도 없습니다.

찬성 제65호에 찬성 
투표하여 환경을 

보호하십시오. 특수 이익 단체 
로비스트가 중개하는 거래에서 
입법부는 식료품점에 계산 시 
특정 비닐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를 받도록 
요구했습니다. 식료품점은 
$300백만의 수입이 있는 반면 
쇼핑객은 $300백만을 손해 
봅니다. 제안 제65호는 이러한 
수수료를 식료품점 이익이 아닌 
환경 프로젝트에 사용합니다.

찬반의견

반대 본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의 의미: 

장바구니 백에 대한 수수료를 주 
법률에서 요구한다면 이 법률은 
거두어진 수익을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찬성 본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의 

의미: 주 법률 (1) 이 고객에게 
무료로 장바구니 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2) 다른 종류의 
장바구니 백에 대해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이로 얻은 수익은 
특정 환경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새로운 주 기금에 예치될 
것입니다.

찬반 투표의 의미

요약

사형 선고에 대한 주 법원 이의제기를 관장하는 절차를 변경함. 
초기 청원을 고등법원으로 지정하고 연속적인 청원을 제한함. 사형 
항소를 받아들이기 위해 비사형 항소를 수용하는 선임된 변호인이 
필요함. 교도관을 사형 집행 방법 개발을 위한 현행 규정 절차에서 
제외함. 재정적 영향: 사형 선고에 대한 법적 이의제기를 처리하는 
주 법원 비용에 미치는 불분명한 지속적 영향. 매년 수천만 달러의 
교도소 관련 비용의 잠재적인 절감.

반대 본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의 의미: 

사형 선고를 합법화하는 주의 
현행 법정 절차에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주는 특정 주 
교도소에는 유죄 선고를 받은 
재소자로만 수감을 제한할 
것입니다.

찬성 본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의 의미: 

사형 선고에 대한 법적 문제의 
법적 절차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시간 제한과 이러한 문제에 
사용할 수 있는 변호사 수를 
늘리는 개정된 규칙 같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유죄 선고를 받은 재소자는 
모든 주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찬반 투표의 의미

추가 정보 연락처

찬성
Yes on 65
2350 Kerner Blvd., Suite 250 
San Rafael, CA 94901
info@SayYesOn65.com
www.SayYesOn65.com

반대
Mark Murray
Californians Against Waste
921 11th Street, Ste. 420 
Sacramento, CA 95814
(916) 443-5422
murray@cawrecycles.org
cawrecycles.org

추가 정보 연락처

찬성
Kermit Alexander
Californians for Death Penalty 
Reform and Savings

520 Capitol Mall, Ste. 630 
Sacramento, CA 95814
(800) 372-6417
info@noprop62yesprop66.com
www.noprop62yesprop66.com

반대
No on 66—Californians for 
Fair Justice

39 Drumm St. 
San Francisco, CA 94111
campaign@cafairjustice.org
www.NoonCAProp66.org

빠른 참조 안내
발의안 사형. 절차. 

입법 발의안. 66

반대 제안 제66호는 
실질적인 개혁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결과를 
알지 못하지만 더 많은 정부 
요식이 추가되어 더 많은 
지연을 초래하고 납세자 세금을 
낭비하며 California가 무고한 
사람을 처벌할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제안 제66호는 문제를 
악화시키는 비용이 많이 드는 
실험입니다.

찬성 사형 선고 
시스템은 수십 년 

동안의 항소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제안 제66
호를 통과시켜 폐지하지 말고 
개혁을 해야 합니다. 제안 제66
호는 수백만 달러를 절약하고 
희생자 가족이 슬픔을 마감하고 
잔인한 살인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는 것입니다. 무고한 
사람들은 제안 제66호에 따라 
집행되지 않습니다. 희생자 
가족, DAs 및 법률 집행 기관이 
제안 제66호를 지지합니다.

찬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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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식료품점 및 기타 가게들이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 봉지 또는 종이 
봉지를 제공하는 것을 금하고, 재활용 종이 봉지 및 재사용 가방을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법규를 승인하려면 "예"에, 거절하려면  
"아니오"에 투표하십시오. 재정적 영향: 주 정부의 행정 비용의 
소규모 증가와 쓰레기 및 쓰레기 처리 비용의 감소로 인한 지방 
정부의 잠재적인 소규모 비용 절감을 포함하여, 주 및 지방 정부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재정적 효과가 예상됨.

발의안 일회용 비닐 봉지 금지. 
주민 투표. 67

반대 속지 마십시오. 
제안 제67호는 

연간 $300백만의 간접세를 
소비자에게 거두며 계산시 
모든 장바구니 백에 대해 $.10
을 지불해야 합니다. 정부에는 
일페니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300백만 모두 식료품점의 
이익이 됩니다. 비닐백 세금을 
중지시키십시오. . . 제안 제67
호에 반대 투표하십시오.

찬성 제안 제67호에 
찬성 투표하면 

식료품점 비닐백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려는 California의 
성공적인 노력을 보호합니다. 
비닐백은 야생 동물의 목을 
조르고, 쓰레기를 넘쳐나게 
하며 처리 비용을 증가시키고 
재활용 장비를 막히게 만듭니다. 
식료품점 비닐백에 대한 
규제는 150개 CALIFORNIA 
커뮤니티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주의 비닐 제조 
회사가 California에서 이를 
중단하게 하지 마십시오. 제안 
제67호에 찬성 투표하십시오.

찬반의견

반대 본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의 의미: 

매장은 지역 법률에서 일회용 
장바구니 비닐백과 기타 백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한 이런 
백을 무료로 계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찬성 본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의 의미: 

대부문의 식료품점, 편의점, 
대형 약국 및 주류 매장은 
일회용 장바구니 비닐백 제공이 
금지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장은 계산 시 고객에게 
제공하는 기타 장바구니 백에 
대해 최소 10센트를 청구해야 
합니다. 매장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지정된 
목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찬반 투표의 의미

추가 정보 연락처

찬성
Mark Murray
California vs Big Plastic
921 11th Street, Ste. 420 
Sacramento, CA 95814
(916) 443-5422
murray@cawrecycles.org
protectplasticbagban.org

반대
No on 67
2350 Kerner Blvd., Suite 250 
San Rafael, CA 94901

빠른 참조 안내

총무처장관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십시오:
• 연구	캠페인	기부금	및	로비	활동 

cal-access.sos.ca.gov	또는 
powersearch.sos.ca.gov

•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유권자	안내서	확인 
www.voterguide.sos.ca.gov

• 선거일에	투표할	투표소를	확인 
www.sos.ca.gov/elections/polling-place

• 우편	투표	투표지	정보 
www.sos.ca.gov/elections/voter-registration/vote-mail

• 성년이	되어	투표에	처음	참가하는	분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 
www.sos.ca.gov/elections/voting-california

• 선거일에	투표가	마감된	후	선거	결과	생중계 
http://vote.sos.ca.gov

오디오 및 대형 인쇄
유권자 정보 안내서
이	안내서는	영어,	중국어,	힌디어,	일본어,	크메르어,	
한국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및	베트남어로	
무료	제공됩니다.	

주문	방법:

 국무장관의	무료	유권자	핫라인	(866) 575-1558

번으로	전화

 www.sos.ca.gov	방문

 오디오	MP3	버전	다운로드	 
www.voterguide.sos.ca.gov/ko/audio

투표소 확인하기
투표소는 카운티 선거 공무원들이 설치합니다.
선거일 몇 주 전에 우편으로 카운티 견본 투표지
책자를 받으면, 뒷표지에서 투표소 주소를
확인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주 총무처 장관 웹 사이트
www.sos.ca.gov/elections/polling-place를 방문하거나
수신자 부담 유권자 핫라인 (866) 575-1558로
문의하십시오.

또한 GOVOTE (468683)에 Vote 문자를 보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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