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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탄소 배출권 거래제 준비금의 사용을 승인하는 
입법부의 압도적 다수결 요구.  
입법부의 헌법개정.70

★  발의안 70에 찬성하는 주장  ★

★  발의안 70의 찬성 주장에 대한 반박  ★

35개 주요 환경단체가 발의안 70에 반대
발의안 70은 실수입니다. 이것은 환경에 나쁘고 공중 
보건에도 나쁩니다. 이것이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the California League of Conservation Voters 및 
Coalition for Clean Air와 같은 35개의 명성있는 환경단체 
모두가 발의안 70에 반대표를 던지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소수의 손에 권력을 쥐어주는 것
발의안 70은 비민주적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공적인 청정 
대기 전략에 반대한 소수 정치인 집단이 기후변화와 오염 
저감 발전을 좌절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방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지구와 
후손들에 있어 위험부담이 너무 큽니다.
오염 유발자들은 진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악의 오염을 야키시키는 거대 석유기업과 다른 업계가 
발의안 70을 원하는 것은 오염 감소 프로그램을 제쳐두고 
우리의 공기와 물을 계속해서 오염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특수 이익단체들은 수 년 동안 대기 오염과 기후 변화를 

다루기 위한 점진적 법안들에 반대해 왔습니다.
발의안 70에 대한 양당의 반대 
입법부의 많은 민주당원들과 공화당원들은 발의안 70이 
California에 있어 나쁜 거래이기 때문에 이것을 투표에 
부치기를 반대했습니다. Join NextGen California, 
Physicians for Social Responsibility Los Angeles, 
California Environmental Justice Alliance, Friends of 
the Earth, Courage Campaign, League of Women Voters 
California, 그리고 많은 단체들이 발의안 70에 '아니오'하는 
데 있어서 공익과 깨끗한 미래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TOM STEYER, 의장
NextGen California
REBECCA SALTZMAN, 임시 상임이사
California League of Conservation Voters
DR. JOSEPH K. LYOU, 의장
Coalition for Clean Air

발의안 70에 찬성함으로써 납세자와 우리 경제를 보호하며 
CALIFORNIA가 기후변화에 계속해서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보장.
California의 주 전체 온실가스 방출을 줄이려는 야심찬 
계획은 농업, 환경, 청정에너지와 기술, 기업, 노동자, 
소방관, 공중 보건 전문가, 경제학자 및 주 전역의 신문 
편집국을 대표하는 150개 이상의 기관을 포함하여,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통과했습니다.
발의안 70은 선결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이 정치가들 개인이 
선호하는 프로젝트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속해서 배출을 줄이면서 미래 기후 변화에서의 수입이 
모든 California 인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발의안 70은 이 목표를 해치는 어떠한 활동에도 
맞서는 강력한 방위수단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2024
년에 입법부의 3분의 2가 함께 모여 자금이 모든 California 
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현명하고 이롭게 사용되었는지 
평가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70은 우리의 환경을 지키고, 우리 경제를 
향상시키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CALIFORNIA의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후변화 프로그램을 보호합니다.
California의 대표적인 기후변화 프로그램의 미래는 우리가 
경제를 성장시키면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발의안 
70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자금이 가장 현명하고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쓰여지는 것, 즉 납세자들과 우리의 가장 
오염된 지역사회의 보호를 보장하도록 돕습니다.
발의안 70에 대한 찬성표
발의안 70은 우리의 기후 목표를 성취하고, 우리의 경제 성장 
유지를 위해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며, 공기질과 공중 보건의 
보호를 위한 양당의 역사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www.YesOnProposition70.com
EDMUND G. BROWN JR., 주지사
ALLAN ZAREMBERG, 의장
California Chamber of Commerce
CHAD MAYES, California 주 하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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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권 거래제 준비금의 사용을 승인하는  
입법부의 압도적 다수결 요구.  

입법부의 헌법개정.

발의안

70
★  발의안 70에 반대하는 주장  ★

★  발의안 70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  ★
발의안 70의 반대자들은 유권자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이것을 지지하는 이유는 California
의 대표적 기후변화 프로그램의 돈이 오직 오염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며, 산불에 대응할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만 쓰일 것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무방비한 채로 남겨둔다면, 이 돈은 특수 이익단체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발의안 70은 우리의 역사적인 기후 목표를 성취하고, 
우리의 경제 성장 유지를 위해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며, 
공기질과 공중 보건의 보호를 위한 양당의 역사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것은 고착상태를 초래할 방안이 아니며, 주의 
과반수 투표 예산 책정 요건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반대자들의 잘못된 주장에 속지 마세요.
우리 기후 변화 프로그램 기금으로 운영되는 프로젝트는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차 제공과 California의 산림 상태 
개선을 통해 주의 파괴적인 산불에 대한 우리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농부를 도와 해로운 오염 저감에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내며, 주민들을 도와 더욱 에너지 효율적인 가정으로 

만들고, 가장 오염된 지역의 몇 백만 California 인들을 
위해 공기 질을 개선합니다. 발의안 70의 목적은 이것과 
같이 품질이 좋고 비용 효과적인 프로그램들이 반드시 
계속해서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농업, 환경, 기업, 노동자, 소방관, 그리고 공중 
보건 전문가를 대표하는 단체들 모두가 이 계획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발의안 70에 찬성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고, 
경제를 향상시키며 일자리를 창출할 때, 납세자들에게 받아 
마땅한 견제와 균형을 제공하고 CALIFORNIA의 역사적인 
기후변화 프로그램을 보호하세요.
www.YesOnProposition70.com
MICHAEL D. SHROUT, 의장
California State Firefighters’ Association
ANJA RAUDABAUGH, CEO
Western United Dairymen

발의안 70에 대한 반대
발의안 70은, 해로운 공기 오염과 기후 변화를 저지하기  
위한 주의 최우선적 프로그램을 약화시키기 위해 석유업계가  
후원하는 법안입니다. Los Angeles Times에 따르면, 
California가 약속한, 심각한 오염을 유발하는 화석연료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를 낮추는 청정대기 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키기 위해 업계는 로비에 수 백만 달러를 썼습니다. 
발의안 70은 입법부 교착상태를 증가시킬 것이고 우리의 
청정 에너지 진보를 약화시킬 것이며 대다수 California 
인들과 손발이 맞지 않는 특수 이익단체에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유권자가 지지할 가치가 없습니다.
청정 대기와 에너지 정책은 효과가 있습니다
California의 청정 공기 정책의 핵심 구성요소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오염 유발자들이 
방출을 줄이거나 기금에 불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기금은 가정, 기업과 학교 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를 더 적당한 가격으로 만듦으로써 소비자에게 
이익을 돌려드리고, 대중교통을 증편하고, 이웃을 오염시키는 
지저분한 대형 트럭을 정화시키고, 다른 오염 방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데 쓰입니다.
교착상태를 초래할 방안
발의안 70은 오염 유발자들이 부담한 기금의 배분을 
위해서는 입법부의 3분의 2 찬성이라는 절대다수 득표를 
요구함으로써, 이 효과적인 시스템을 바꾸고, 소수의 정치인이 
환경 우선순위를 벗어나 기금을 전용하고, 결과적으로 오염 
저감,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통, 주택, 에너지 서비스에 쓰이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California 인들은 마찬가지로 3분의 2 투표가 요구되었던 주 
예산을 통과를 위한 고통스러운 협상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산 없이 여러 달이 지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협상은 더욱 
필사적이 되었고, 특수 이해단체들에 의해 더욱 손상되어 
버렸습니다. 유권자들은 지난 2010년 예산안을 위한 투표를 

과반수로 바꿈으로써 그 역기능을 끝냈습니다. 우리는 이 
망가진 시스템으로 돌아가선 안 됩니다.
투명성의 부재
발의안 70은 뒷거래의 결과였습니다. 정상적으로는, 법안이 
입법부를 통과하는 데 약 9개월이 걸립니다. 법안들은 
일반적으로 몇 차례의 청문회를 통해 상세히 연구되고 
논의됩니다. 그에 반해, 발의안 70는 단 4일만에 통과되었고, 
어떠한 청문회나 대중의 논평 기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훌륭한 발상이었다면 어째서 비밀리에 서둘러 
처리되었을까요?
누구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석유기업들과 소수 정치인 집단은 발의안 70과 같은, 우리 
주의 청정 에너지 정책을 약화시키는 조치를 지지합니다. 
발의안 70에 반대하는 이들은 the League of Women Voters 
of California와 같은 좋은 정부 단체, California League 
of Conservation Voters,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Coalition for Clean Air, California Environmental 
Justice Alliance와 같은 주의 가장 저명한 환경, 사회정의 
기구들입니다. Sierra Club California는 이 투표 법안에 
숨어 있는 법은 "기후, 공기 질과, 파악된 주 전체와 지역의 
우선순위를 위한 절박한 지출을 연기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귀하가 발의안 70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하는데, 
그 이유는 이 법안이 환경에 나쁘고, 우리 경제에도 나쁘며, 
좋은 정부에도 나쁘고, 깨끗한 미래를 향한 수년 간의 진전을 
무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알아보기 
발의안 70이 왜 California에 나쁜지  
www.stopprop70.org에서 더 알아보십시오.
상원의원 BEN ALLEN
26th District
하원의원 TODD GLORIA
78th District
HELEN L. HUTCHISON, 의장
League of Women Voters of 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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