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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공원, 천연자원 보호, 기후변화 적응,  
수질 보호 및 물공급, 홍수 예방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발행 승인.68

것을 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목적은 그림 1
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에는, 대체적으로 
자연 서식지를 보존하고, 연안, 강, 기타 
생태계를 개선하고, 기후 변화의 영향(해수면 
상승, 더욱 빈번한 가뭄과 산불 등)에 견딜 수 
있도록 환경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위한 $15  억이 포함됩니다. 
이 채권은 또한, 공원들과 레크레이션 
프로젝트를 위해 $13  억을 제공하는 것으로, 
자금의 대부분은 지방 공원을 조성하거나 
개선하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채권은, 홍수 예방책 확충, 지하수 재충전 및 
정화, 안전한 음용수 제공 등 다양한 물 관련 
프로젝트를 위해 $13 억을 제공합니다.

행정적 조항들. 이 발의안에는 채권 자금이 
주의 기관들에 의해 관리되고 감독되는 
방법을 통제하기 위한 많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발의안은 채권 

자금이 어떻게 지출되어 
왔는지를 정기적으로 공개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주의 감독기관들이 
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채권이 자금을 
제공하는 몇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지방정부인 수령인이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일부 자금을 
제공할 경우에만 그러한 
자금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될 
경우, 이러한 지방정부의 
비용분담 요건은 수여 받는 
채권 자금 대비 최소한 
20 퍼센트입니다. 예로서, 

공원의 새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해 $100,000
의 보조금을 받는 도시는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최소한 $20,000를 제공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발의안에는 “빈곤 지역사회”와 매우 
빈곤한 지역사회(일반적으로, 평균소득이 
낮은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몇 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의 비용분담 요건은 이러한 지역사회에 
제공되는 대부분의 보조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발의안에 따르면, 채권에서 
정해져 있는 각 사용에 대해서는 그러한 
자금에서 최소한 15 퍼센트는 매우 빈곤한 
지역사회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재정적 영향
주 채권 비용. 이 발의안은 주에서 
투자자들에게 추가 GO 채권을 판매함으로써 

도표 1

발의안 68 채권 자금의 용도
(백만 단위)
천연 자원 보존 및 복원 $1,547
주립 관리단 및 야생 생물 보호 767
기후 준비 및 서식지 복원 443
해양 및 해안 보호 175
강 및 수로 개선 162

공원 및 휴양 시설 $1,283
공원이 거의 없는 지역의 공원들 725
지역 및 지방 공원 285
주립 공원 복원, 보존, 보호 218
트레일, 그린웨이, 시골 휴양 시설 55

수자원 $1,270
홍수 예방 550
지하수 충전 및 정화 370
안전한 음용수 250
물 재활용 100

합계 $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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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억을 차용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그러한 투자자들은 주의 일반 기금 세수를 
사용하여 이자와 함께 상환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신규 채권을 상환하는 데 있어서 
주에게 발생하는 비용은, 채권 판매 시에 
유효했던 이자율, 채권 판매 시기, 상환 기간 
등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다릅니다. 이 채권을 
상환하는 데 있어서 납세자에게 가는 비용이 
원본($40  억)과 이자($38  억) 모두를 갚는 
데 총 $78  억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향후 40 년 간 매년 평균 
약 $2 억의 상환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비율적으로 현재 주의 일반자금 
예산의 약 5분의 1에 해당합니다. 

프로젝트 완성을 위한 지방의 비용과 절약. 채권 
자금의 많은 부분이 지방정부 프로젝트에 
사용되게 됩니다. 지방 프로젝트를 위해 
주의 채권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지방정부 
자금이 이러한 프로젝트에 얼마나 많이 
지출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경우, 
주 채권을 이용함으로써 지방정부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은 
지방정부가 프로젝트에 어쨌든 지출했었을 
돈을 주 채권 자금으로 대체해 주었던 경우에 
발생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에는, 주 채권 자금으로 
인하여 지방정부가 부담할 총 프로젝트 
지출이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지방정부에 
따라서는 그런 자금이 없었다면 하지 않았을 
추가 프로젝트나 상당히 더 큰 프로젝트를 
시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채권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비용분담을 
요구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지방정부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공원, 천연자원 보호, 기후변화 적응,  
수질 보호 및 물공급, 홍수 예방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발행 승인.

발의안

68

모든 점을 감안했을 때, 지방정부로서는 이 
발의안을 통하여 이 채권으로 자금이 조달되는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약은 평균적으로 
향후 몇 십년에 걸쳐 매년 수천 만 달러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구체적 프로젝트, 주 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지방정부의 비용분담액,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추가 
자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와 지방정부에 미치는 다른 재정적 효과. 이 
채권을 운용함으로써 주와 지방정부에 미칠 
다른 재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이 조성되는 공원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프로젝트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장래의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제방을 수리하는 함으로써 
미래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한 재정적 효과에서 오는 금액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상당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 법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 목록은 
http://www.sos.ca.gov/campaign-lobbying/cal-access-

resources/measure-contributions/2018-ballot-measure-
contribution-totals/ 를 참조하십시오. 위원회의 상위 10명의 
기부자를 보시려면 http://www.fppc.ca.gov/transparency/
top-contributors/jun-18-primary.html 을 참조하십시오.

주 법안의 전문을 구하시려면 주 국무장관에게  
(866) 575-1558 으로 문의하시거나  

vigfeedback@sos.ca.gov로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사본을 우편으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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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안 68을 찬성하는 주장  ★

★  발의안 68의 찬성 주장에 대한 반박  ★

우리가 그와는 반대로 슬픈 사실에 대해 말해 볼까요? 
California는 미국 전체 50개 주 가운데에서 가장 큰 
무한정의 결손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악으로 관리되고 있는 11개 주의 2016년  
말 기준 순위와 무한정의 순결손액을 소개합니다  
(2017년 6월 30일 감사를 받은 California 재무제표는  
2월 중순 이 보고서 작성까지 작성이 완료되지 않았음): 
1. California $1690억
2. Illinois 1500억
3. New Jersey 1370억
4. Massachusetts 590억
5. Connecticut 510억
6. New York 410억
7. Kentucky  380억
8. Maryland  260억

9. Texas  200억
10. Pennsylvania 190억
11. Louisiana 120억
귀하는 정말 우리 주의 채무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채권의 원금과 이자에 대한 연간 지급액 때문에 
Sacramento가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가 위축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홈리스들을 돕는 일과 정신적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같은 것 말입니다. 
자신이 재무 자원에 대한 좋은 청지기 역할을 하지 못하여 
우리의 기반시설이 열악하다는 것을 Sacramento 입법부가 
언제 깨달을까요? 채무는 부당한 지출 습관과 부적절한 
재무관련 결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광기를 멈추게 하고 발의안 68에 "아니오"를 던지세요. 
JOHN M.W. MOORLACH, 주 상원의원
37th District

68에 대해서 찬성—불확실한 시대에 있어서 안전한 음용수를 
확보하고, CALIFORNIA의 천연자원을 보호함 
California는 더욱 빈번하고 심한 가뭄, 산불, 오염된 공기, 
예측할 수 없는 일기, 우리 주의 땅과 해안, 물에 대하여 삭감된 
연방 자금과 지원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68에 대해 찬성을 함으로써 California의 고유한 자원을 
보호하고, 모든 California 인이 깨끗하고 안전한 음용수와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음용수의 질 보호 
68에 찬성을 함으로써 오염물질이 우리의 수자원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여 California의 수질을 보호 및 
개선하고, 오염된 물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물 공급 보호. 가뭄에 대비 
발의안 68은 미래의 음용수 공급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영리하고 효율적인 접근방법입니다. • 지난 가뭄에 물이 
심각하게 고갈된 지하수 공급원 복원 • 지역적으로 더 많은 물을 
재활용하고, 농장에서 물 보존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더 많은 
빗물 수집과 홍수 예방
“68에 찬성하는 것은, 우리의 물 공급원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가 불확실한 시대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California의 미래를 위한 영리한 투자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오늘을 사는 주민들과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Tim Quinn, Association of California Water 
Agencies. 
궁핍한 지역사회에 깨끗하고 안전한 음용수와 공원 제공
California의 몇 개 지역사회는 물이 오염되어 주민들이 자신의 
집에서 수돗물을 틀어 물을 마실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많은 
곳에 있는 가정들이 안전하게 접근할 동네 공원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68에 찬성함으로써 심하게 오염된 동네의 물 공급원을 정화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의 동네 공원에 대해 오랫 동안 미루었던 
투자를 하는 게 됩니다. 
“모든 아이들은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곳을 가져야 하고, 
깨끗한 공기와 물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68에 찬성을 
하십시오.” Dr. Richard Jackson, M.D., Professor Emeritus, 
UCLA Fielding School of Public Health. 
우리의 강, 호수, 개천 보호 

68에 찬성함으로써 깨끗한 음용수의 필수적 원천이 되고, 
가족들이 등산을 하고 캠핑과 수영을 즐기고 뛰어놀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의 역할을 하는 강, 호수, 개천, 자연 영역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해안, 천연자원, 공원의 보호 
68에 찬성함으로써 공기의 질을 개선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California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자연 지역을 복원하고, 중대한 산불 예방 법안을 시행합니다 
• 독성 공기 오염의 예방 • 연안으로의 접근을 개선하고, 
해변, 만, 연안수를 오염으로부터 보호 • California의 어족과 
야생 서식지 복원 • 특히, 아이들이 현재 접근하기가 어려운 
지역사회에 근린 공원 제공
엄격한 책임과 감시
68에 찬성함으로써, 연례적으로 독립 감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시민 자문위원회를 통해 지출을 심사함으로써 자금이 
의도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보장합니다. 
당파를 초월한 광범위한 지원 
발의안 68은 당파를 초월한 지원으로 투표용지에 올랐으며, 
우리의 건강과 경제, 어린이, 가족들을 위해 보건을 개선하고 
California의 깨끗한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찬성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단체들이 동조했습니다. 
지지자: • California Chamber of Commerce, California의 
대부분의 주요 영리단체 • California의 음용수를 제공하는 
지방 기관들을 대표하는 Association of California Water 
Agencies • 지방정부를 대리하는 League of California 
Cities • The Nature Conservancy, The Trust for Public 
Land, California State Parks Foundation, 그리고 몇 개의 
자연보전 단체들
발의안 68에 대한 찬성표 
www.yes68ca.com 에서 더 알아보십시오
SENATOR KEVIN DE LEÓN 
California State Senate 상원 임시의장
DR. MICHAEL ONG, M.D.
American Lung Association in California
DAN HOWELLS-SCHAFROTH, California State Director  
Clean Water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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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천연자원 보호, 기후변화 적응,  
수질 보호 및 물공급, 홍수 예방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발행 승인.

발의안

68
★  발의안 68에 반대하는 주장  ★

★  발의안 68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  ★

68에 찬성함으로써 더 많은 해결 비용이 들기 전에 원인이 
되는 문제를 다루어 California의 천연자원, 물과 경제에  
중요 투자를 하는 게 됩니다. 
• 가뭄에 대비—지역 물 공급원 증가를 통하여.
• 우리 아이들과 자손들을 위해 건강한 미래 창출—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곳에 공원 배치 및 오염된 지역 음용수 
공급원 정화를 통하여.
• 물과 해안 보호—수자원 보호, 지하수 복원과 유독성의 
유출물질 방지를 통하여.
• 자연 재해 예방—홍수 예방과 산불에 취약한 산림 복원에 
투자를 통하여.
• 우리의 경제 강화—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물 공급원, 
안전한 천연자원, 탄탄한 관광업과 휴양업에 달려있는  
우리 경제.
반대자들은 법안을 주의깊게 읽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발의안 68은 모든 California 도시와 카운티의 공원들에 
구체적으로 자금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68은 California
의 자원에 포괄적인 접근을 취함으로써 물 공급원, 산림, 
농경지를 보호합니다. 
발의안 68은 자금이 반드시 기획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연례 감사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세금을 

인상하지 않습니다. 
재계 지도자들, 환경보호 단체, 공중 보건 전문가과 지역 
지도자들은 68에 찬성하는 것이 영리하고 비용 효율적이며 
책임을 지는 태도라는 데 동의합니다. 
“68에 찬성하는 것은 California 가족들을 위해 더욱 안전한 
음용수임을 의미합니다,” Wade Crowfoot, 최고 경영자, 
Water Foundation 
“68에 찬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원개선 돕기를 통해 
California 모든 지역이 혜택을 입을 것입니다” Carolyn 
Coleman, Executive Director, League of California Cities 
“68에 찬성하는 것은 우리의 식량공급, 토지와 물 상태에 
매우 중요합니다” Craig McNamara, 전 의장, California 
Board of Food and Agriculture 
Yes68ca.com 
HELEN HUTCHISON, 의장 
League of Women Voters of California 
MIKE SWEENEY, 상임 이사, California 
The Nature Conservancy 
ANDREA TUTTLE, 이사 (퇴임)
California Department of Forestry and Fire Protection

발의안 68에 속지 마세요. 이 발의안은 California 공원들을 
보호하고 개선시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첫째, $40억 채권 중에서 실제로, 단 $13억만이 공원 
개선에 전적으로 쓰입니다. 남은 많은 돈은 정치가들에게 
주어져 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프로젝트에 사용됩니다. 
둘째, 이 돈은 주 California 전역에 걸쳐 공정하고 균일하게 
분배되고 있지 않습니다. 내륙과 지방의 많은 주민들은 
발의안 68 공원 채권의 어떤 돈도 그들 동네 주립공원의 
보수와 개선에 쓰여지는 걸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힘있는 정치인들의 공원 근처에 사는 몇몇 사람이 아닌 모든 
California 인들이 동네 공원의 개선을 누려야 합니다. 
셋째, 주립공원은 지연되어 온 유지보수를 위해 $12억이 
요구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발의안 68은 이 
필수적인 과제에 그저 적은 금액만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epartment of Parks and Recreation
에 이 돈을 믿고 맡길 수 없습니다. 2012년에 이 부처는 
공원을 유지할 자금이 없다며 70개의 공원을 닫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그 부처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반에게는 숨겼던 것이라는 게 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그 부처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자금을 지혜롭고 공정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립공원을 보호하고 개선해야 하지만 발의안 68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반대표를 던져 주 입법부가 모든 
California 인들을 위해 공원을 제대로 살피도록 하세요. 
ANDREA SEASTRAND, 의장
Central Coast Taxpayers Association
JON COUPAL, 의장
Howard Jarvis Taxpayers Association 

California가 얼마나 많은 훌륭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지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가뭄, 물, 공원, 기후, 해안 보호, 야외 
접근성 등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것들을 위해 차입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California는 충분한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사실상, 50개 
모든 주들 중에서 최악의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떠안고 있는 무한정의 결손은 $2,500억에 달합니다!! 
California 주가 가장 피해야 할 게 바로 부채를 추가로  
떠안는 것입니다! 
채권 법안은 기만적입니다. 귀하는 무언가 좋은 것에 
투표한다고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차용금 $40억을 갚기 
위해서는 약 $80억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세금 
인상을 예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세금 
인상을 예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손주들도 
세금 인상을 예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일년에 
$2억 2500만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연간 예산이 빠듯한데, 
여기 말고는 어디에서 이 돈을 가져오겠습니까?
주의 연금 계획 자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은퇴자를 위한 
의료 보장 부족분이 $150억에서 $915억으로 증가했습니다. 
학교(매년 $5억), 그리고 아마도 퇴역군인($2억 2500만), 
어포더블 하우징($1억 6900만)에 대한 주의 부채 차입은 
다른 프로그램을 쥐어 짜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하나 
만도 주 예산에 연간 $40억를 더할 것입니다. 
이에는 대가가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유권자에게는 세금 
인상을 요구하겠지요. California는 채무를 줄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기여하지 마세요. 발의안 68에 아니오를 
던져 주세요. 
감사합니다.
SENATOR JOHN M.W. MOORLACH
37th Senate Distri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