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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일정한 신규 교통 수입은 교통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함.  
입법부의 헌법개정.69

★  발의안 69를 찬성하는 주장  ★

★  발의안 69의 찬성 주장에 대한 반박  ★

69에 대한 반대: 지켜지지 않은 약속은 쇠퇴했고 노후하며 
혼잡한 교통 체계를 야기했음
최근에 휘발유세가 인상되기 전, Sacramento에는 교통 
관련 수수료와 세금을 통해 부서진 도로를 수리하고 교통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며 노화된 교량을 보수할 충분한 자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에서는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이 자금을 
교통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에 사용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의 도로는 완전히 망가졌고 이들은 이번에는 이 돈을 
의도한 대로 사용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돈을 보호하겠다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California 주민들은 이미 주유 
시 불필요하게 세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Sacramento가 
주민들의 돈을 신중하게 관리했다면, California 교통 체계가 
이런 위기에 직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발의안 69는 도로 보수에 사용되지 않을 교통 자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지지자들은 이 자금을 보호함으로써 교통 혼잡 완화, 움푹 패인 
도로 보수, 안전 개선 프로젝트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발의안 69가 보호하는 자금의 일부는 
교통 수단을 위한 것으로, 도로를 보수하거나 새로운 인프라 
구축, California의 부서져 가는 도로 개선,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일부 자금은 고속철도, 자전거 도로, 
서식지 보호와 같은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발의안 69는 $10억 이상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발의안 69는 모든 교통 수입을 보호하지는 못합니다. 
Sacramento는 매년 차량 중량 세금으로 $10억을 징수하는데, 
이 자금은 보호되지 않으며 주 정부의 일반 기금을 메우게 
됩니다. 발의안 69는 교통세가 도로 및 고속도로 수리와 상관 
없는 프로그램으로 유용되는 것을 완전히 막지 못합니다. 
발의안 69에 반대표를 던져 주세요.
하원의원 FRANK BIGELOW
5th Assembly District
상원의원 JOHN MOORLACH
37th Senate District

69에 대한 찬성: 입법부의 교통 수입 전용을 금지하고 교통 
개선을 위한 자금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
69에 찬성하는 것은 주유 및 차량 등록 시 지불하는 기존 교통 
수입을 도로 및 교통 개선 프로젝트에만 사용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발의안 69는 입법부가 비 교통 목적으로 이 수입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적으로 이 기금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69는 세금을 1센트도 올리지 않습니다.
69 찬성은 교통 기금을 지역 도로, 고속도로, 교량 수리 및  
기타 교통 프로젝트와 같은 우선 사항에 지출하도록 
요구합니다.
California 주민들의 삶의 질과 강력한 경제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통망에 달려 있습니다. 69에 찬성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를 위해 우리가 이미 지불한  
교통세 및 교통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 하이웨이, 프리웨이, 
지역 시내도로 및 일반도로뿐 아니라 노화되고 악화된 교량, 
터널 및 고가도로를 수리하는 안전 개선 프로젝트. • 움푹  
패인 도로 보수 및 갈라지고 부서진 도로의 포장. • 새로운 
차선을 증설하고 체증을 유발하는 병목 지역을 없애는 공사를 
통한 교통 체증 완화. • 경전철, 통근 열차, 버스 및 기타 대중 
교통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여 교통 혼잡을 줄이고 대기의  
질 개선. • 횡단보도와 인도를 만들고 업그레이드하여 보행자 
안전 개선.
69에 찬성함으로써 교통 기금을 보호하고 모든 캘리포니아 
커뮤니티에 유익을 제공합니다.
발의안 69가 통과되면 주정부 내 모든 도시, 카운티,  
교통 기관을 위해 조성된 수입을 보호해 지역 도로 보수와  
대중 교통을 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69에 찬성하면 기존 수입을 보호하면서도 세금을 인상하지 
않습니다.
발의안 69는 이미 지불하고 있는 기존 세금과 수수료를 
보호합니다. 세금을 올리지 않습니다.

69에 찬성하는 것은 일자리와 더 강한 경제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교통 수입을 교통 프로젝트에만 전적으로 할애함으로써, 
근로자들을 일터로,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으로 이동시키는 
교통망을 개선하여 수십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지원하고 경기를 
부양합니다.
69의 찬성은 납세자 보호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발의안 69는 교통세가 도로 안전 개선, 움푹 패인 도로 보수, 
지역 시내도로, 프리웨이와 교량 수리, 대중 교통 투자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갈라지고 움푹 패인 불량한 도로 상태는 California의 
운전자들에게 중대한 안전상의 위협이 됩니다”라고 Warren 
Stanley CALIFORNIA HIGHWAY PATROL 커미셔너가 
말했습니다. “불량한 도로 상태를 보수하고 공공 안전을 
보호하며 운전자에게 원활하고 덜 혼잡한 도로와 하이웨이를 
제공할 수 있는 수입을 보호하려면 발의안 69가 필요합니다”.
69에 대한 찬성은 광역 연합체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69에 대한 찬성은 다음을 포함하여 경제계, 노동계, 지방 
정부, 교통 관련 시민 단체 및 납세자를 대표하는 광범위한 
연합체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 League of Women 
Voters of California • California Chamber of Commerce 
• California State Conference, NAACP • California Alliance 
for Jobs • California Business Roundtable • California 
State Association of Counties • League of California Cities 
• Southern California Partnership for Jobs • Transportation 
California • California Transit Association
교통 수입을 교통 개선 프로젝트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발의안 69에 찬성표를 던져주십시오.
www.YesProp69.com
WARREN STANLEY, 커미셔너
California Highway Patrol
HELEN HUTCHISON, 의장
League of Women Voters of California
ALLAN ZAREMBERG, 의장
California Chamber of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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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신규 교통 수입은 교통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함.  

입법부의 헌법개정.

발의안

69
★  발의안 69에 반대하는 주장  ★

★  발의안 69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  ★

발의안 69는 입법부가 비 교통 목적을 위해 교통 자금을 
전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따라서, 발의안 69에 반대하는 
주장들이 입법가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올바른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사실관계: 유권자들이 발의안 69를 승인하게 되면, 최근에 
만들어진 교통 수입이 보호되고, 우리의 주 헌법에 따라 교통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관계: 발의안 69는 세금을 늘리지 않습니다. 69에 
찬성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지불하고 있는 교통세와 수수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발의안 69는 주 지출 한계를 인상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교통 수입이 전적으로 교통 개선에 사용되고 주의 
채무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발의안 69를 통과시키면 우리의 교통 자금이 다음과 같은 교통 
개선 프로젝트에 지출되도록 할 것입니다.

• 움푹 패인 도로 보수 및 갈라지고 부서진 도로의 포장.
• 교량, 고가도로, 가로 및 하이웨이의 안전 개선 프로젝트.

•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보수 작업을 통한 교통  
체증 완화.

• 버스와 통근 열차와 같은 대중 교통에 투자하여 교통 
혼잡을 줄이고 대기 질을 향상.

69의 '아니오'는 납세자 보호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발의안 69는 치안 공무원, 경제계, 지방 정부, 노동계, 환경 
운동가, 고령자, 납세자, 민주당, 공화당, 무소속 의원 등 
광범위한 연합체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입법부가 교통 수입을 전용하는 것을 막고 교통 자금이 도로 
보수 사업에 사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안 69에 
찬성표를 던져주십시오.
www.YesProp69.com
GARY PASSMORE, 의장
Congress of California Seniors
ROBERT C. LAPSLEY, 의장
California Business Roundtable
ALICE A. HUFFMAN, 의장
California State Conference NAACP

투표용지 발의안이 이렇게 모욕적인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작년에 주 의회 의원의 과반수 3분의 2가 교통 개선을 위해 
휘발유세와 차량 수수료 인상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권자에게 의도한 목적에만 돈을 쓰게 해달라고 하는 
건가요? 이러한 요구가 정신 나간 짓이라는 게 보이십니까?
이 법안이 우리 기분을 좋아지게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돈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Sacramento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폐단을 증명하는 걸까요? 주 정부는 현재 엄청난 
비용 초과로 고속철도에 수십억 달러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 발의안이 이런 추세를 막아줄까요? 아니면 Sacramento
가 마치 알코올 중독차처럼 이번에는 휘발유세의 일부를 다른 
쓸데없는 짓에 유용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들은 한번 더 그 짓을 정말로 하려고 
합니다. California 입법부가 얼마나 서글퍼질 수 있을까요? 
Caltrans가 매년 $5억를 낭비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거의 3,300명의 건축가와 엔지니어가 남아돌기 때문에 더 
고용하겠다고요? 대부분의 다른 주에서 엔지니어링 작업의 
절반을 외주로 주는데, 단 10퍼센트만 외주를 주고 있다고요? 
Sacramento가 휘발유세를 인상하기 전에 Caltrans 조직을 
간소화했던가요? 아닙니다!
재정적 보수주의자로서, Sacramento에게 휘발유세를 
고속도로 보수에 사용하도록 얘기하라고 여러분에게 요청해야 
한다는 사실이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이건 솔직하지 못하고 
이중적입니다. 이 주의 유권자들은 언제까지 돈을 뿌려대는 
자유주의자들이 우리 Golden State를 마음대로 몰고가도록  
할 것입니까? 이에 저는, 발의안 69라고 하는 이 시시한 것에  
"아니오"표를 던집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상원의원 JOHN M.W. MOORLACH 
37th Senate District

발의안 69는 모든 교통 수입을 보호하지는 못합니다.
모든 교통 관련 수입은 입법부가 도로 보수와 관계 없는 
프로그램에 유용하지 못하도록 보호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 
휘발유, 디젤 소비세와 차량 등록비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교통 
수입은 교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헌밥적으로 
보호됩니다. 안타깝게도, 발의안 69는 2011년 이후 관심에서 
벗어난 매년 $10억 이상의 차량 중량 징수금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모든 교통세가 정치가들에 의한 유용과 오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게임은 계속될 것입니다.
발의안 69는 억제되지 않는 지출을 허용합니다.
유권자들은 지방정부 재산세를 제한하는 역사적인 California 
정부 계획인 발의안 13(1978) 외에도 정부 운영 지출을 
제한하는 발의안 4(1979)를 통과시켰습니다. 발의안 69는 
최근 제정된 교통세 및 주정부 지출 한도를 면제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일반 기금 지출 한도를 매년 약 $20억를 인상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경비를 면제함으로써, 주정부 지출이 
달리는 도달할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발의안 69에 대한 반대표
저는 신규 휘발유세와 차량 등록비에 반대합니다. 너무 많은 
California 주민이 이 고물가 주에서 주택, 식량 및 기타 필수품 
비용 때문에 분투하고 있습니다. California 주민들은 더 많은 
세금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교통세가 도로 및 고속도로 수리와 
상관 없는 프로그램으로 유용되는 것을 완전히 막지 못하는 
발의안 69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원의원 FRANK BIGELOW
5th Assembly Distri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