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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입법부에 의한 투표용지 상정
다음 사항들의 목적을 위한 $40억의 일반채권 발행 승인: 공원, 
천연자원 보호, 기후변화 적응, 수질 보호 및 물공급, 홍수 예방. 
재정적 영향: 40년에 걸쳐서 매년 평균 $2억의 주 채권 상환비용 
증가. 지방정부의 천연자원 관련 프로젝트를 위해 향후 몇십 년에 
걸쳐서 매년 평균 수천 만 달러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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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가뭄, 물, 공원, 
기후, 해안 보호, 

야외 접근성 등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위해 차입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California는 
충분한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50개 모든 주들 중에서 최악의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California 주가 가장 피해야 할 
게 바로 부채를 추가로 떠앉는 
것입니다!

예 California는 가뭄, 산불, 
홍수, 우리의 물과 

천연자원에 대한 다른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68에 대한 찬성: 천연자원과 
재난 예방에 투자, 오염된  
음용수 정화, 지방의 물 공급원 
증가, 어린이와 미래의 세대를 
위한 안전한 공원 제공. 연례 
감사로 책임성을 확보합니다. 
American Lung Association  
in California, California 
Chamber of Commerce,  
The Nature Conservancy  
등의 단체들이 찬성: 
www.YES68CA.com

주장

아니오 이 법안에 대한 
반대표가 갖는 

의미: 주는 서식지 보존, 공원,  
물 관련 프로젝트 등 다양한 
천연자원 관련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41 억의 일반채무 채권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예 이 법안에 대한 찬성표가 
갖는 의미: 주는 서식지 

보존, 공원, 물 관련 프로젝트 등 
다양한 천연자원 관련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41 억의 일반채무 채권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귀하의 투표가 갖는 의미

요약	 입법부에 의한 투표용지 상정
2017년 교통 자금법에 의해 발생한 일정한 수입을 오로지  
교통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입법부가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것을 금지함. 재정적 영향: 주와 지방정부의 수입액이나 
비용액에는 직접적 영향이 없으나, 일정한 자금의 지출에는  
영향을 줄 수도 있음.

아니오 이 법안에 대한 
반대표가 갖는 

의미: 미래의 입법부는 현재의 
법을 개정하여, 교통 이외의 
목적에 대하여 최근에 제정된 
연료세와 차량 수수료로부터 
나오는 수입분을 지출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이 법안에 대한 찬성표가 
갖는 의미: 입법부는 주 

헌법 하에서 교통 목적(도로 
보수, 교통체계 개선 등)으로 
최근에 제정된 연료세와 차량 
수수료부터 나오는 수입을 계속 
지출해야 합니다. 

귀하의 투표가 갖는 의미

추가 정보

찬성
Ann Newton
Californians for Clean Water 
and Safe Parks
12711 Ventura Blvd., 
Suite 170
Los Angeles, CA 91604
(818) 760-2121
anewton@fionahuttonassoc.com
www.YES68CA.com

반대
Lance Christensen
California State Senator  
John MW Moorlach
Capitol Room 2048
Sacramento, CA 95814
(916) 651-4037
lance.christensen@sen.ca.gov
moorlach.ca.gov

추가 정보

찬성
지역 교통 개선 프로젝트를 
보호하기 위한 연대
(866) 285-9833
info@YesProp69.com
YesProp69.com

반대
Katie Masingale
California State Assembly, 
Office of Assemblyman  
Frank Bigelow
California State Capitol,
Suite 4158
Sacramento, CA 95814
(916) 319-2005
Katie.Masingale@asm.ca.gov
ASM.CA.GOV/Bigelow

발의안 일정한 신규 교통 수입은  
교통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함. 입법부의 헌법 개정. 69

아니오 Sacramento의 
깨진 약속으로 

California 전역에 위축되고, 
낡고, 막힌 교통체계를 
가져왔습니다. 발의안 69는 
새로운 도로를 고치거나 
구축하지 않는 교통 자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발의안 69는 
가스 세금 수입에서 $10 억 
이상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발의안 69에 대한 반대표.

예 발의안 69는 기존의 교통 
세금이 오로지 교통 개선 

프로젝트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게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입법부가 이러한 자금을 교통 
목적 아닌 곳으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발의안 69는 
납세자를 보호합니다. 세금을 
올리지 않습니다. League of 
Women Voters California, 
California Chamber of 
Commerce, California NAACP, 
Congress of California Seniors
가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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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입법부에 의한 투표용지 상정
2024년부터, 입법부가 3분의 2의 찬성으로 수입의 사용을 승인할 
때까지, 탄소 배출권 거래제로부터 오는 수입을 준비금으로 
축적해야 함. 재정적 영향: 2024년부터, 연간 영에서 몇 억 달러에 
이르기까지 주 판매세 수입에서의 잠정적인 일시적 증가가 있으며, 
온실가스 방출권 판매로부터 오는 수입이 지출되는 방법에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음.

반대 발의안 70은, 해로운 
공기 오염과 기후 

변화를 저지하기 위한 주의 
최우선적 프로그램을 약화시키기 
위해 석유업계가 후원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입법적 
정체를 가중시키고, 공중보건을 
해치며, 환경에 반하는 특수 
이해관계에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35개 환경단체들과 
League of Women Voters 
California는 발의안 70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찬성 발의안 70은 
DEMOCRATS와 

REPUBLICANS, 노동계, 산업계,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고 우리의 
경제를 살리고 싶어하는 
농장주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3분의 2 찬성을 강제함으로써 
모든 CALIFORNIAN들에게	
이익이 되는 우선적 프로그램에 
돈이 현명하게 지출되도록 하고,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프로젝트에 
돈이 전용되지 않도록 합니다. 
www.YesOnProposition70.com

주장

아니오 이 법안에 대한 
반대표가 갖는 

의미: 입법부는 다수 투표로써, 
온실가스 방출 허가 판매로부터 
오는 주의 수입을 지출할 수 
있도록 계속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조 장비 및 일정한 
기타 장비에 대한 주 판매세 
면제는 2030년 7월 1일까지 
유효하게 남습니다.

예 이 법안에 대한 찬성표의 
의미: 2024년 1월 1

일부터, 주의 온실가스 방출 허가 
판매로부터 오는 수입을 새 
특별기금으로 예치하게 됩니다. 
그러한 예치는, 입법부의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의 투표로 
통과된, 그 기금의 돈을 지출하는 
법의 발효일까지 계속됩니다. 
제조 장비 및 일정한 기타 장비에 
대한 주 판매세 면제는, 경매 
수입이 특별기금으로 예치되는 
동일한 기간 동안은 정지됩니다.

귀하의 투표가 갖는 의미

추가 정보

찬성
Yes on Proposition 70
Info@YesonProposition70.com
www.YesOnProposition70.com

반대
info@stopprop70.org
www.stopprop70.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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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입법부에 의한 투표용지 상정
투표자 과반수로 승인되는 투표 법안은 주 국무장관이 선거 결과를 
확인한 때로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 재정적 영향: 
주 및 지방정부 재정에는 거의 영향이 없거나 영향이 전혀 없을 
것으로 보임.

아니오 이 법안에 대해 
반대표가 갖는 

의미: 주의 대부분의 투표 법안은 
계속해서 선거일이 끝난 날에 
발효됩니다.

예 이 법안에 대한 찬성표가 
갖는 의미: 주의 대부분의 

투표 법안(발의안 이라고도 함)은 
선거일로부터 약 6주 후 주 
전역의 투표가 계산되고 확인된 
후에 발효합니다.

귀하의 투표가 갖는 의미

발의안
투표 법안의 발효일 설정. 입법부의 헌법개정. 71

반대
Gary Wesley
gary.wesley@yahoo.com

추가 정보

찬성
Kevin Mullin
CA State 하원  
의장 대행
Rm. 3160 CA State Capitol
Sacramento, CA 95814
(916) 319-2022
Kevin.Mullin@asm.ca.gov

주장

반대 발의안 71은 취지는 
좋지만 불필요하며, 

미래의 투표 법안이 현재 
California Constitution이 
허락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선거가 끝난 후의 날”로 
소급하여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을 저지합니다. 때로는, 
유권자들이 정한 법의 
변경사항이 가능하면 빨리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성 발의안 71은 장래의 
선거에서 투표 법안 

시행일에 대한 혼선을 방지해 줄 
것입니다. 현재, 법안들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선거가 끝난 날에 발효됩니다. 
발의안 71은 법안들이 발효되는 
확실한 시점을 규정하고, 선거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때의 혼란을 없애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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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입법부에 의한 투표용지 상정
2019년 1월 1일부터 입법부가 재산세 재산정 없이도 빗물  
수집 시스템의 건설을 허용하는 것을 허가함. 재정적 영향: 
지방정부에게는 연간 재산세 수입이 약간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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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발의안 72에 
반대하는 주장이 

제출된 바 없습니다.
찬성 발의안 72는 우리 주 

전체에 도움이 되는, 
빗물 재활용 시스템을 설치하는 
주택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인상을 방지합니다. 이 가산세를 
없앰으로써 귀중한 음용수를 
보존하고, 물고기와 야생생물에 
도움을 주며, 상수도 요금을 
낮춥니다. 사람들이 물을 
보전했다는 것때문에 가산세를 
내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발의안 72에 대한 찬성.

주장

아니오 이 법안에 대한 
반대표가 갖는 

의미: 빗물을 수집하여 저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부동산에 
설치하면 더 많은 재산세  
고지를 받게 됨.

예 이 법안에 대한 찬성표가 
갖는 의미: 빗물을 

수집하여 저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부동산에 설치하여도 
더 많은 재산세 고지를 받지 
않도록 함.

귀하의 투표가 갖는 의미

추가 정보

찬성
Steven Glazer
California State Senate
21C Orinda Wy. #111
Orinda, CA 94563
Steven@SaveCaWater.org
SaveCaWater.org

반대
연락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빠른 참조 안내서
주 전역 후보자와 투표 법안에  
대한 상위 기부자
어떤 위원회(후보자나 투표 법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돈을 받거나	
지출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투표 법안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면서 최소한 $100 만를 모을 때, 그 위원회는 
상위 10 기부자를 California Fair Political Practices 
Commission (FPPC)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위원회는		
변경 사항이 있으면 상위	10 목록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록은	FPPC 웹사이트  
http://www.fppc.ca.gov/
transparency/top-contributors.html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투표소 또는 투표 센터 찾기
투표소와 투표 센터는 카운티 선거 관리들이 설치합니다.	
선거일로부터	2주쯤 전에 우편으로 받으시게 될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서 투표소 주소나 투표 센터 위치를	
알아보십시오.

또한,	주 국무장관 웹사이트	voterstatus.sos.ca.gov 
또는 www.sos.ca.gov/elections/polling-place를	
참고하시거나 수신자부담 유권자 직통전화	
(866) 575-1558으로 문의하십시오.

GOVOTE(468683)로 Vote 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귀하의	
투표소 위치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iOS나 Android 
스토어에서 Vote California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Madera 카운티, Napa 카운티, Nevada 카운티, San 
Mateo 카운티, 또는 Sacramento 카운티에서 거주하고	
계실 경우,	귀하 카운티의 어느 투표 센터에서라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VotersChoice.sos.ca.gov를	
참고하시거나 이 안내서	3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유권자 권리장전
귀하의 투표권에 대하여 더 상세한 내용은 이 안내서		
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