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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입법부가 새로이 건설되는 빗물 수집 시스템을 재산세  
재산정 요건에서 제외할 수 있게 허가함. 
입법부의 헌법개정.72

★  발의안 72에 찬성하는 주장  ★

발의안 72에 찬성하면, 우리 주 전체에 
도움이 되는, 빗물 재활용 시스템을 설치하는 
주택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인상을 방지합니다.

이는 California가 장기간의 가뭄을 경험했고 
앞으로 더한 가뭄을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급합니다.

물은 더 많이, 세금은 더 적게.

물을 저장하고 재사용하는 시스템을 지붕에 
설치하는 California 주민에 대한 가산세를 
없앰으로써 우리 모두를 위해 더 많은 물을 
보존할 수 있고 수백만 명의 California 주민의 
수도 고지서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California 주민들을 위한 귀중한 식수를 보존하고 
호수, 강, 개울에서 물을 덜 끌어들임으로써 
서식지와 먹이를 위해 담수에 의존하는 물고기와 
야생 동물을 도울 수 있습니다.

야외 단체 및 환경 단체의 지원.

Save the Bay, Planning and Conservation 
League 및 Trout Unlimited를 포함하여 California 
전역의 환경 단체가 발의안 72에 대한 찬성을 
지지합니다. 물 절약 및 환경 민감한 물 저장은 
가뭄 방지에 대응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자가 집을 개량하면 
– 그러한 개량이 주 전체에 도움을 줄 때조차도- 
세금이 인상됩니다. 발의안 72는 주민들이 더 높은 
세금을 유발하지 않고 빗물 수집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호주는 심한 가뭄을 경험했으며 해결책의 일부로 
빗물 재활용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현재 호주 
가정의 1/3이 지붕에서 빗물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California 유권자들은 태양열 시스템에 대한 
유사한 세금 개혁안을 승인했습니다. 주택소유자가 
옥상 태양열 시스템을 설치할 때 높은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기 요금이 더 
낮습니다. 발의안 72에 찬성표를 던지면 이와 
똑같은 경로를 밟을 수 있습니다.

물 절약에 대한 불공정한 세금 정지!

식수를 절약하기 위해 지붕에서 빗물을 수집하는 
California 주민에게 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고 현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California 주 
상원과 하원은 만장일치의 초당적 투표를 통해 이 
법안을 무기명 투표에 올리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빗물을 저장하고 재사용하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이 물을 보전했다는 것 때문에 
가산세를 내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발의안 72에 
대한 찬성에 투표하십시오.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SaveCaWater.org를 
방문하십시오.

STEVE GLAZER, California 주 상원의원
DAVID LEWIS, 상임이사 
Save The Bay
HOWARD PENN, 상임이사  
Planning and Conservation Lea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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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가 새로이 건설되는 빗물 수집 시스템을 재산세  
재산정 요건에서 제외할 수 있게 허가함. 

입법부의 헌법개정.

발의안

72
★  발의안 72에 반대하는 주장  ★

발의안 72에 반대하는 주장이 
제출된 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