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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68
법무장관이 작성한  법무장관

배경
천원자원 프로그램에 대한 주의 지출. 주는 
환경을 보호하고, 천연자원을 보존하고, 
홍수를 예방하고, 수질을 개선하고, 일반인을 
위한 레크레이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 비영리단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게 보조금과 융자금을 

제공합니다. 최근, 주는 이러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약 $50 억을 매년 
지출해 왔습니다. 주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로 일반채무(GO) 채권, 
수수료 수입, 주의 일반자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반자금은 교육, 교도소, 
건강보험, 기타 서비스를 부담하는 주의 주요 
운영계정입니다.)

• 다음 사항들의 목적을 위한 $40억의 
일반채권 발행 승인: 주 공원 및 지역 
공원의 조성 및 재건, 천연자원 보호 
프로젝트, 기후변화 적응, 수질 보호 및 
물공급 프로젝트, 홍수 예방 프로젝트.

• 동일한 목적을 위해, 이전 채권발행 
법안들에서 사용되지 않은 $1억 채권의 
재배정.

• 채권 상환을 위해 일반자금으로 충당.

• 일정한 프로젝트를 위해 비  
스테이트 매칭 펀드가 
필요하며, 일정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사회적 빈곤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함.

• 연례 감사가 필요함.

주 정부와 지방정부 순 재정적 영향에 대한 
입법 분석가의 추정 요약:
• 향후 40년에 걸쳐서 매년 평균 $2억의 주 

채권 상환비용 증가.

• 향후 몇십 년에 걸쳐서 지방정부는 매년 
평균 수천 만 달러의 절약 가능.

입법분석관의 분석

SB 5 (발의안 68)에 대해서 입법부가 던진 최종 투표
(CHAPTER 852, STATUTES OF 2017)

상원: 찬성 27 반대 9

하원: 찬성 56 반대 21

이 메시지의 내용은 주 국무장관의 웹사이트  
http://voterguide.sos.ca.gov/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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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채권 비용 추정액
승인된 신규 차입액 $40억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평균 연간비용 $2억
예상 상환 기간 40년
상환 자금원 일반 세입

공원, 천연자원 보호, 기후변화 적응,  
수질 보호 및 물공급, 홍수 예방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발행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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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분석관의 분석 계속

주와 지방정부의 천연자원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목적을 지원합니다.

• 천원자원 보존. 주에서는, 광야, 공터, 
삼림, 야생생물 서식지, 강, 호수, 개천, 
연안 서식지 등 자연 영역을 매입하여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합니다. 주의 보존 프로그램은 
많은 경우, 주의 자연보존 부서와 
기타 부서들이 관장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지방정부 또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다른 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 주 공원 및 지역 공원. 주는 280 개 공원을 
포함하는 주 공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는 지방정부가 
지방 공원과 지역 공원, 산책로, 기타 
레크레이션 구역을 매입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홍수 예방. 주는 주의 Central Valley 
홍수 관리 시스템의 일환으로, 홍수 
예방 프로젝트의 건설과 수리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큰 폭풍이 
왔을 때 물이 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회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방과 프로젝트를 
수리하고 강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포함됩니다. 주는 또한, 지방정부들이 
주 전역에서 유사한 종류의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합니다.

• 안전한 음용수. 주는 깨끗한 음용수에의 
접근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지역 
프로젝트를 위해 융자를 하고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그러한 프로젝트에는, 해당 
지역의 물 공급으로부터 오는 유해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장비를 설치하는 
프로젝트가 포함됩니다.

• 기타 물 관련 프로젝트. 주는 수질을 
개선하거나 물 공급의 의존성을 개선하는 
주 전역의 다양한 다른 프로젝트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는 물 재활용 및 재사용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더 많은 지하수를 저장("지하수 
재충전"이라 함)하고,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기관들에게 
융자금과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천원자원 프로그램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거의 채권. 유권자들은 2000년부터, 다양한 
천연자원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 
전역의 선거에서 약 $270  억의 GO 채권을 
승인해 왔습니다. 2017년  6월 현재, 이 
계정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약 $90  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용 가능한 채권 자금의 대부분은 
2014년 승인되었던 발의안 1에 의한 물 관련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주는 주의 일반자금을 
이용하여 이자부 GO 채권을 시간 경과에 
따라 상환하고 있습니다. (채권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이 제안되는 채권이 주의 
예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이 안내서의 뒷부분에 있는  
“주 채권 채무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제안
천연자원 프로그램을 위한 $41 억의 GO 채권. 
주는 이 발의안을 통해 다양한 천연자원 관련 
프로그램을 위해 총 $41 억의 GO 채권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총액에는 신규 채권 $40 억이 
포함됩니다. 이에는 또한, 이전에 유권자들이 
특정한 천연자원 이용을 위해 승인했던 판매되지 
않은 채권 $1 억의 전용이 포함됩니다. 

채권 자금의 구체적 목적. 이 발의안은 주의 여러 
부처들과 지방정부가 특정 천연자원 관련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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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발행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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