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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유권자 정보 지침
증명서
캘리포니아주 주총무장관 Debra Bowen은 여기에 수록된
법안이 2012년 6월 5일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캘리포니아 주의
유권자에게 제출될 것이며 본 지침은 합법적으로 제작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주총무장관 서명 및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직인, 2012년 3월 12일.

Debra Bowen
주총무장관

주총무장관
친애하는 유권자님,
유권자 등록을 마치신 귀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앞날을 결정하는 데 적극 동참하는
첫발을 내디디셨습니다. 주총무장관실에서는 귀하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공식 유권자 정보 지침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는 귀하가 투표 절차 및
금년도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 진행 방식을 자세히 이해하는 데 유익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해당 지역 후보자 및 법안 관련 정보는 카운티별 투표 용지 견본
소책자에서 확인하십시오. 유권자 등록 상태 확인 방법, 투표 장소, 우편 투표 용지
도착 여부 등, 투표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은www.sos.ca.gov/elections에서 확인하거나
(866) 575-1558로 문의하십시오.
손쉽게 투표할 수 있으며, 모든 등록 유권자는 우편 투표로 또는 지역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실 우편 투표 신청 마감일은 5월 29일입니다.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 절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선거 당일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모든 유권자가 순조롭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선거 관리원이 집계할 때까지 투표 용지를 지킵니다.
• 이메일, 전화, 소책자 및 포스터를 통해 유권자 등록 마감일 및 투표권에 대해
알립니다.
• 토론 그룹을 조직하거나 친구, 가족 및 커뮤니티 리더와의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유권자에게 후보자 및 안건에 관해 알리는 데 동참합니다.
본 지침은 법무장관 Kamala D. Harris가 작성한 주 표결 법안 의제 및 요약, 입법 전문가
Mac Taylor가 작성한 표결 법안 및 납세자 부담 잠재 비용에 관한 공정 분석, 찬성측과
반대측이 작성한 표결 법안 찬반 의견서, 입법 자문가 Diane F. Boyer-Vine이 작성 및
보증한 법안 본문 등, 유용한 각종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본 지침은 주정부 인쇄책임자
직무대행인 Kevin P. Hannah의 감독 하에 인쇄되었습니다.
선택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누릴 수 있는 값진 특권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극히 적은 표 차이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을 내시어 각
후보자 및 표결 법안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검토하고 현명하게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시민으로서 갖는 책임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의견을 표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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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무장관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 다른 언어로 작성된 유권자 안내문을 확인하십시오. www.voterguide.sos.ca.gov
• 선거운동 기부금과 로비 활동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http://cal-access.sos.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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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예비선거
1, 2위 후보를 가려내는 공개 예비선거법에 따라 유권자 지명 공직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모두 동일한 투표지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과거 정당 관련직이라고 했던 유권자 지명 공직은 주
법제처, 미국 국회사무국, 주 헌법에 준거한 공직 등입니다.
이 새로운 공개 예비선거 제도에서는 귀하가 유권자 등록 양식에 기입한 지지 정당에 관계 없이 어떤
후보에게든 투표할 수 있습니다. 총 득표수와 무관하게 득표수가 가장 높은 후보 두 명(지지 정당에
관계 없이)만 총선에 출마하게 됩니다. 한 후보가 투표의 과반수(50퍼센트 +1)를 얻은 경우에도
총선은 실시해야 합니다. 공개 예비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단 둘 뿐이더라도 총선은 필요합니다.
유권자 지명 공직자 선거의 기명 후보자도 공개 예비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단, 기명 후보자는
공개 예비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상위 2인에 속해야만 총선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총선에는 개별적인 후보자 지명 과정이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새로운 공개 예비선거 제도는 미국 대통령, 카운티 중앙 위원회, 지방 사무소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월 5일에 열리는 대통령 예비선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본 안내서 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주 예비선거에 관한 자세한 정보(자주 묻는 질문과 답,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유권자 지명 공직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공식 명단 등)은 www.sos.ca.gov/elections 에서 확인하거나
(866) 575-1558로 전화 문의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주 법률에 따라 본 안내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정당 지명/정당 관련 공직
정당은 예비선거에서 정당 지명/정당 관련 공직 후보자를 공식적으로 지명할 수 있습니다. 특정
공직을 선출하는 총선 및 투표의 공식 후보라는 것은 곧 공식적인 지명을 의미하므로 지명된
후보는 해당 정당을 대표합니다. 예비선거에서 각 정당별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총선에
출마합니다. 또 정당들은 예비 선거에서 카운티 중앙 위원회 위원도 선출합니다.
유권자는 유권자 등록시 공개한 지지 정당의 예비선거에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
측에서는 지지 정당 공개를 거부한 유권자가 자기 정당의 예비선거에 참여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지명 공직자
정당들은 예비선거에서 유권자 지명 공직자 선거 후보를 공식 지명할 권한이 없습니다. 예비선거에서
유권자 지명 공직자 후보로 지명된 후보는 주민들이 추천한 후보이며 총선에 출마할 특정 정당의
공식 지명자가 아닙니다. 유권자 지명 공직자 지명 후보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명이나 그런
정당이 없다는 사실을 투표지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때 지지 정당은 후보자 본인의 의지로 선택해야
하며 이는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공개됩니다. 이는 후보자가 명시한
정당의 지명 혹은 지지를 받는다거나 정당과 후보자 사이에 제휴 관계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유권자들이 추천한 후보를 특정 정당의 공식 지명 후보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은 카운티
견본 투표지 책자에 정당의 공식 지지를 받는 유권자 지명 공직자 후보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해당 공직에 선출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유권자 지명 공직자 후보라면 누구에게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예비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자 두 명은 비록 같은 정당을
지지하더라도 유권자 지명 공직자 선출을 위한 총선에 나란히 진출합니다. 정당은 총선에 참여할
때 자기들을 지지한다고 천명한 후보자를 내보낼 수 없지만, 해당 후보가 예비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두 후보 중 한 명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무소속 공직
정당들은 예비선거에서 무소속 공직 선거 후보를 공식 지명할 자격이 없으며 예비선거 후보는
총선에서 선출하는 특정 공직에 대한 정당의 공식 후보 지명자가 아닙니다. 무소속 공직 지명 후보는
투표지에 본인의 지지 정당을 명시하지 않거나 지지 정당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비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자 두 명이 무소속 공직 총선에 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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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예비선거와 지지 정당 표시 거부 유권자에 관한
중요한 정보
정당 지지 성향
캘리포니아 주 법률에 따라 이제 "당적"이라는 용어 대신 "지지 정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유권자 등록 양식을 작성할 때, 유권자는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을 명시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지지 정당이 없는(NPP) 유권자란 유권자 등록을 할 때 본인의 지지 정당을 명시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과거에 정당 표시 거부 유권자(당적이 없기 때문에)라고 불렀던 이들을 이제 지지 정당이
없는 유권자라고 부릅니다.

예비선거
6월 5일 투표에서 경쟁하게 될 많은 후보자들은 올해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새로운 공개 예비선거법의
관할을 받게 됩니다. 1, 2위 후보를 가려내는 공개 예비선거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본 안내서 4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주의 공개 예비선거법은 미국 대통령, 카운티 중앙 위원회, 지방 사무소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유자격 정당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통해 대통령 예비선거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유권자들이 해당 정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자에게 투표하는
폐쇄형 대통령 예비선거.
• 지지 정당을 표명하지 않은 유권자들도 해당 정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자에게 투표할 수
있게 허용하는 수정된 폐쇄형 예비선거.
수정된 폐쇄형 예비선거를 개최하고자 하는 유자격 정당은 예비선거일 135일 전까지 캘리포니아
주총무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다음 정당은 6월 5일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NPP
유권자들이 자기 당의 투표용지를 신청해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 미독립당
• 민주당
유권자 등록시 본인의 지지 정당을 명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당의 대통령 예비선거 후보에게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시 지지 정당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몇몇 정당이 해당 정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허용해 줍니다. NPP 유권자는 주무장관에게 NPP 유권자가 자기 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돕도록 허용한다고 통지한 정당의 투표용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정당별 대통령
후보 투표지를 하나 이상 요청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투표용지를 요청하지 않으면 투표 법안과 공개 예비선거 공직자 후보 이름만 기입된 NPP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우편으로 투표하는 경우
각 카운티의 선거 사무국은 영구 우편 투표자로 등록한 모든 NPP 유권자들에게 예비선거 투표와
관련된 통지서 및 신청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통지서는 NPP 유권자들이 자기 당에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정 정당의 대통령 예비선거 우편 투표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본인이 우편 투표자이고 특정 정당의 대통령 예비선거에 참여하고 싶다면 우편 투표지가 교부되기
전에 해당 정당의 투표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미 NPP 투표지를 교부받은 상황에서 특정 정당의
투표지를 요청하고 싶다면 거주하는 카운티의 투표 사무국에 연락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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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법안 찬반론
주총무장관실에서는 투표 법안에 대한 찬반론을 직접 작성하지 않습니다. 투표 법안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의견은 해당 법안의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제공합니다. 한 법안에 대해 여러 찬반론이
제출되는 경우, 주의회 발의 법안에 대해서는 주의회 의원들이 작성한 찬반론, 주민발의나
주민투표 법안에 대해서는 해당 법안의 지지자들이 작성한 찬반론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법안에 있어 차후 우선순위는 선의의 시민 단체이고 그 다음이
개별 유권자입니다. 제출된 찬반론의 문구는 정확성을 검증할 수 없고 법원의 명령이 없는 한
변경도 불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우편투표
캘리포니아 주의 등록 유권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최소 선거일
7일 전까지 카운티 선거 사무소에 우편 투표용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우편 투표용지를 신청하려면
선거일 몇 주 전에 귀하가 우편으로 수령하는 카운티 견본 투표지 책자의 양식을 사용하거나
카운티 선거 사무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귀하의 이름과 거주지 주소,
우편 투표용지의 수령을 원하는 주소, 귀하의 서명, 우편 투표를 하고자 하는 선거명과 날짜를
기입해야 합니다.
카운티 선거 공무원이 귀하의 신청서를 처리하면 신청한 투표용지가 발송됩니다. 우편 투표용지에
표시를 한 후, 카운티 선거 사무소에서 제공한 공식 봉투에 넣고 봉인합니다. 봉투에 알맞은
우표를 붙이고 봉투 바깥쪽의 지정된 위치에 서명합니다.
기표한 우편 투표용지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반송합니다.
• 카운티 선거 공무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선거 당일에 카운티 내의 투표소 또는 선거 사무소에서 직접 제출합니다.
• 법적으로 용인되는 제삼자(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 형제, 자매 또는 본인과
같은 집에 동거하는 사람)가 귀하를 대신해 선거 당일에 카운티 내의 투표소 또는 선거
사무소에서 직접 제출하도록 위임합니다.
어떤 경우든 우편 투표용지는 투표가 끝나는 선거일 오후 8:00시까지 카운티 선거 사무소에
도착해야 하므로,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선거일 며칠 전에 발송하십시오. 늦게 도착한 우편
투표용지는 계표할 수 없습니다.

본인 이름이 투표소 명부에 없는 경우
투표소의 유권자 명부에 본인 이름이 없는 경우, 귀하는 유권자 등록을 한 카운티의 어느
투표소에서든 임시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임시 투표란 다음과 같은 유권자가 하는 투표입니다.
• 유권자 등록을 했는데 공식적인 등록 유권자 명부에 이름이 없는 경우
• 공식적인 등록 유권자 명부에 본인의 지지 정당이 잘못 표시된 경우
• 우편 투표를 신청했지만 우편 투표용지를 찾지 못해, 대신 투표소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의 임시 투표 내역은 카운티 선거 공무원이 귀하가 등록된 유권자이고 다른 곳에서 투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집계됩니다. 투표 관리인이 귀하의 임시 투표가 계표되었는지, 만약
계표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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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주의회 의원의 임기 제한.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요약

청원 서명에 의해 투표에 회부

발의안

29

암 연구 기금 조성을 위한 추가 담배세 부과.
법률 발의안.

요약

청원 서명에 의해 투표에 회부

개인의 주 입법부 재임 기간을 14년에서 12년으로 축소한다. 동일
의회 재임을 12년까지 허용한다. 법안 통과 이후 첫 선출 의원부터
이 법안을 적용한다. 재정적 영향: 주 또는 지방 정부에 미치는
직접적 재정 영향은 없음.

담배 한 갑당 1달러의 물품세를 추가 징수하고, 기타 담배 제품에도
동일한 세금을 부과한다. 세입은 암 및 담배 관련 질환 연구 기금으로
활용한다. 재정적 영향: 2013 ~ 14년까지 지정된 연구와 흡연 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을 위한 연간 7억 3,500만 달러의 담배 물품세 세입의
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연간 수천만 달러의 기타 주 세 및 지방 세
세입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투표의 의미

투표의 의미

찬성

본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의 의미: 향후
주의회 의원은 상원
또는 하원 구분 없이 12년까지
재임 가능하다. 2012년 6월 5일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처음 선출된
주의회 의원은 기존 임기 제한
규정을 계속 적용받는다.

반대

본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의 의미: 주의회
의원에 대한 기존의
임기 제한 규정이 현직 및 향후
주의회 의원에게 계속 적용된다.
본 임기 제한 규정은 하원 6년 및
상원 8년까지로 구성된 총 14년의
재임 연한을 허용한다.

찬반론
현 상 태 로 는
안
됩니다. 시행 20년이
지난 임기 제한법을
고쳐야 합니다. 발의안 제28
호는 의회의원들의 임기를 12
년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들이 17년 가까이 공직에 머물
수 있게 해주는 현재의 허점을
봉쇄합니다. 이는 의회의원들의
보다
책임감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간단한 개혁입니다.
직접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찬성
투표를 해주십시오.

찬성

찬성

본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의 의미: 담배에
대한 주 소비세가 1
갑에 1달러씩 인상되어 담배 1갑에
부과되는 세금이 총 1.87달러가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추가
세입은 암이나 담배 관련 질환에
대한 연구, 그리고 흡연 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반대

본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의 의미: 담배에
대한 주 소비세가
현행 수준인 1갑당 87센트로
유지되며 여기서 얻는 세입은
기존대로 어린이 발달 지원
프로그램,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
흡연 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찬반론
발의안 제28호는
유권자들을 속여 임기
제한을 약화시키려는
특수 이익단체의 속임수입니다.
이 법안은 공직에 있는 정치가들의
재직 기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 더 늘어나게 합니다.
정치가들이 주 하원에 재직할 수
있는 기간을 두 배로 늘립니다. 또
정치가들이 주 상원에 재직할 수
있는 기간도 50% 더 늘어납니다.

반대

추가 정보 연락처

미 국 암 협 회 ,
미 국 심 장 협 회 ,
미국폐협회는 생명을
구하고 아이들의 흡연을 막고
암 연구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안 제29호를 지지합니다.
대형 담배회사들은 발의안 제
29호에 반대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캘리포니아 주의
흡연 인구가 줄어들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발의안 제29호는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이는
여러분이 찬성 투표를 해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찬성

누구나 암 연구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발의안
제29호에는
결점이 많습니다. 연간 7억 3
천 5백만 달러의 신규 세입이
생기지만 이를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용해 일자리를 창출하라거나
학교 교육을 지원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정치적 임용자들로
채워진 새로운 정부 출자 기관을
구성하는 것은 기존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일입니다.
낭비가
더 심해지고 납세자들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습니다.
발의안 제29호에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ReadForYourself.org

반대

추가 정보 연락처

찬성

반대

찬성

Doug Herman
Californians for a Fresh Start
790 E. Colorado Blvd., Suite 506
Pasadena, CA 91101
(626) 535-0710
info@cafreshstart.com
www.cafreshstart.com

Anita Anderson
Californians for Term Limits
1161 Rhode Island Street
San Francisco, CA 94107
(415) 309-0939
info@www.28no.org
www.28no.org

Tim Gibbs
American Cancer Society
980 9th Street, Suite 2550
Sacramento, CA 95814
(916) 397-4618
Info@CaliforniansForACure.org
www.YesProp29.org

반대
발의안 제29호에 반대 —
무분별한 과세 및 지출에
반대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
납세자, 중소기업, 법 집행관,
노동자 연합.

(866) 662-7016
Info@NoOn29.com
www.NoOn2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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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회 의원 임기 제한.
주민 발의 헌법 개정.

공식 투표법안 의제 및 요약

작성자: 법무장관

주의회 의원의 임기 제한.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
•
•
•

개인의 주 입법부 재임 기간을 14년에서 12년으로 축소한다.
개인의 하원, 상원 또는 양원 재임을 총 12년까지 허용한다.
법안 통과 이후 첫 선출 의원부터 이 법안을 적용한다.
법안 통과 전 선출된 의원에게는 기존 임기 제한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에 미칠 순 재정적 영향에 대한 입법 분석가의 주요 평가 내용:
•

8

본 법안은 주 또는 지방 정부에 직접적인 재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 투표법안 의제 및 요약

발의안

28

주의회 의원 임기 제한.
주민 발의 헌법 개정.

입법분석가의 투표법안 분석

배경
기존 의원 임기 제한 규정. 1990년 11월 선거에서
캘리포니아주 유권자가 통과시킨 발의안 제140
호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주의회 의원의 임기를
제한하도록 주 헌법이 개정되었다. 주의회는,
하원과 상원으로 구성된다. 개인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임기 제한은 하원 임기 2년 3회(최대
6년) 및 상원 임기 4년 2회(최대 8년)이다. 이는
일반적인 경우에 개인이 주의회에14년까지만재임
가능함을 의미한다. 단, 주의회를 떠난(예: 사임)
타인의 임기 중에서 1/2 이하 기간을 재임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법안
본 법안은 주의회 의원 임기 제한 규정을
변경하도록 주 헌법을 수정한다. 다가오는 선거
(2012년 6월 5일)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처음 선출된
주의회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은 현행 캘리포니아주
입법부 임기 제한 규정을 계속 적용받는다. 그 이후
주의회에 선출된, 즉 다가오는 선거일 이후 처음
선출된 의원은 새로운 임기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발의안 제 28호 전문은 24면을 참조하십시오.

주의회 총 재임 기간 축소. 본 법안은 향후 주의회
의원이 평생 동안 주의회에 재임할 수 있는 총
기간을 12년으로 축소한다.
단일 의회 총 재임 가능 기간 확대. 법안은 향후
주의회 의원의 주의회 양원 재임 기간을 12년까지
허용한다. 따라서 개인은 2년 임기인 하원의 경우
최대 6회, 4년 임기인 상원의 경우 최대 3회 선출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의원은 현재보다 더 오랜
기간을 동일 주의회에 재임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이
주의회의 양원을 이동하며 선출될 수 있는 반면에
주의회 총 재임 기간은 12년으로 제한된다.

재정적 영향
본 법안은 주 및 지방 정부에 직접적인 재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주의회
의원의 임기 제한이 변경됨으로 인해 하원 및 상원에
재임하는 의원이 수시로 교체될 것이다. 하원과
상원의 구성이 서로 다른 이유로 다른 상황이었다면
발생하지 않을 별개의 의사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예: 법률 제정과 주 예산). 그러나 이러한 결정
및 이로 인해 주 및 지방의 지출과 수입에 초래될
영향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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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제28호에 대한 찬성론
현재 시행 중인 임기 제한법을 고쳐야 합니다. 벌써 시행된
지 20년이나 지났지만, 주 의회에는 여전히 자기 임무보다 다음
공직 선거운동에만 골몰하는 직업 정치인들이 가득합니다.
발의안 제28호는 보다 책임감 있는 주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간단한 개혁안입니다.
엄격한 12년 임기 제한.
현재의 임기 제한법은 복무 임기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말은 곧, 의회의원들은 2년 임기의 하원의원직 3번, 4년 임기의
상원의원직을 2번 수행해야만 14년의 평생 임기를 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재임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 임기 공석을
채우는 방법으로 정치가들이 최대 17년까지 재직할 수 있게
허용하는 허점을 드러냈습니다.발의안 제28호는 평생 임기를 12
년으로 줄이고, 임기 수가 아니라 의회에서 일한 연수를 기준으로
엄격한 제한을 둬서 "17년 허점"을 없앱니다.
의회에서 12년간 일한 정치가는 -하원이건 상원이건 혹은
양쪽 모두건- 의원직에 다시 출마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재직한
해를 모두 포함시켜 계산합니다. 더 이상의 허점이 없도록, 전직
및 현직 의원들은 발의안 제28호를 이용해 평생 임기를 연장할
수 없습니다.
의회의원들의 책임감을 높입시다.
현행 임기 제한법은 무심코 잘못된 행동을 부추깁니다.
의원들이 자신의 평생 임기를 마치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
공직을 옮겨다니는 것뿐입니다. 일단 선출된 이들은 모금
행사를 개최하면서 다음에 차지할 공직을 찾습니다. 대다수의
하원의원들은 최대 6년의 임기를 채우지 않은 채 다음 공직을
찾아 떠납니다.
다음 공직에 대비하느라 바쁜 정치가들은 현재 맡고 있는
관할구의 관심사를 대표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발의안
제28호는 의원들이 평생 임기를 마치기 위해 여러 공직을

옮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관할구역에서 재선에 출마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다른 지역에 출마하기 위해
새크라멘토에서 지지자들을 모으는 대신, 재선을 위해 자기
관할구에 열심히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의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합시다.
여러 공직을 옮겨다니는 의원은 업무 습득을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수 이익단체의 노련한 로비스트와 맞서거나
우리 주가 당면한 중요한 사안와 과제를 떠맡을 채비를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원의원의 약 40%는 선거 때마다 새롭게
선출되는 인물들로 채워집니다. 발의안 제28호는 평생 임기를
다 채우려는 목적만으로 공직을 옮겨다니는 이들의 동기를
없앰으로써, 의원들이 본인의 업무를 숙지하고 일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전문 기술을 익히게 합니다.
임기 제한법을 고치도록 도와주십시오. 현상태로는 안 됩니다.
발의안 제28호가 새크라멘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의회를
구성한다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한 걸음입니다.
발의안 제 28호를 직접 읽어보십시오. 발의안 제28는 내용
그대로 시행됩니다. 임기를 12년으로 엄격하게 제한해, 17년간
재직 가능한 허점을 없애고 책임감을 높입니다. 발의안 제28호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발의안 제28호에 찬성
투표하십시오.

Jennifer A. Waggoner
캘리포니아 여성유권자연맹 회장

Kathay Feng
캘리포니아 공동연대 이사

Hank Lacayo
캘리포니아 노인권익단체 회장

발의안 제28호 찬성론에 대한 반박론
발의안 제28호 지지자들의 의견은 유권자들을 속여 임기
제한을 약화시키려는 사기 행위입니다.
이 발의안의 배후에는 특수 이익단체와 직업 정치가들이
있습니다. 발의안 제28호에 따르면 현행 임기 제한법 하에서는
″하원의원의 약 40%가 선거 때마다 새로운 자리에 앉는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는 현행 임기 제한법이 기존 정치가들이 공직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인물이 선출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정계
거물들이 의회에서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쌓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발의안 제28호가 시행될 경우, 주 하원의원들이 공직에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 두 배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발의안 제28에 따르면 주 상원의원의 경우에도 공직에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50%나 늘게 됩니다.
미국 임기제한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임기제한에 찬성하는 주요 조직들의 경우 정치가가 같은 공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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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머물 수 있게 허용하자, 의원 가운데 80%는 공직 재직
기간이 늘어났고 줄어든 사람은 단 8%뿐이었다고 합니다.
발의안 제28호는 임기 제한 규정을 약화시키고 정치가들의
재직 기간을 늘리려는 정치가와 특수 이익단체의 5번째
시도입니다. 이들은 유권자들을 오도하는 비겁한 발의권과
사법적 대응 방안을 이용해 사람들의 생각을 뒤엎으려고 합니다.
이들의 시도가 성공하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발의안 제28호에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이것은 엄연한 사기입니다!

Ted Costa
People’s Advocate, Inc. 회장

Kristen Lucero

임기 제한을 지지하는 캘리포니아 주민 단체 부회장

Peter C. Foy
미국번영재단 캘리포니아 지부 의장

이 페이지에 인쇄된 찬반론은 작성자의 의견이며, 공식 기관에 의해 그 정확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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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제28호에 대한 반대론
발의안 제28호는 사기입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불성실하고 기만적인 투표
법안입니다! 정치가와 그들의 특수 이익을 지지하는 이들이
유권자들을 속여 캘리포니아 유권자가 기존에 승인한 임기
제한법을 없애려고 새롭게 시도하는 비열한 책략일 뿐입니다.
발의안 제28호는 유권자들에게 마치 이 법이 임기 제한을
강화하는 법인 양 여기게 하려고 하지만, 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발의안 제28호는 사실 주의회 의원들의 임기 제한을 약화시키고
정치가들이 공직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을 대폭 연장합니다!
발의안 제28호를 기안할 때, 납세자들의 세금을 수십억
달러나 절약할 수 있는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단체를 비롯해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유력한 특수 이익단체가 수백만 달러를
지원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발의안 제28호를 가장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은 스포츠
경기장을 지어 수백만 달러를 벌기 위해 의회의 환경 규제를
특별히 면제받고자 하는 -그래서 이 의안 제출권 행사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부유한 개발업자입니다.
의회는 기꺼이 개발업자가 원하는 담합에 동의했고,
개발업자는 그 대가로 주의회에 선출된 정치가들이 현행 임기
제한법이 허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공직에 머물 수
있게 해주려는 것입니다.
2009년 12월 30일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The Los Angeles
Times)>의 보도에 따르면, "주의회 의원들이 시티 오브
인더스트리에 건설 신청을 한 풋볼 경기장이 환경법 규제를 받지
않도록 면제해주고, 2달 뒤 이 경기장 개발자는 미래의 의원들이
더 오래 공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투표 법안에 300,000
달러를 기부했다."
이런 사실에 주목하면서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발의안 제28호는 캘리포니아 주 하원 정치가들이 현행법상
허용되는 최대 기간인 6년이 아닌 12년간 재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곧 주 하원의원의 공직 재직 기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두 배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발의안 제28호는 또,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 정치가들도
현행법상 허용되는 최대 기간인 8년이 아닌 12년간 재직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결국 주 상원의원의 공직 재직 기간이 단축되는 것이 아니라
50%나 늘어나게 됩니다.
임기 제한법이 처음 통과될 때 정치가와 특수 이익단체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들였습니다. 그 이후 이들은
유권자들을 속여 정치가가 더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두 차례나 했습니다.
발의안 제28호는 다시금 유권자들을 속이려는 비열한 책략일
뿐입니다.
이들의 시도가 성공하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발의안 제28가 통과된다면 직업 정치가와 특수 이익단체가
승리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패배하는 셈이지요.
발의안 제28호는 유권자들의 생각을 뒤집으려는 사기
행각입니다. 정치가와 특수 이익단체가 우리를 속이고 결국 임기
제한을 없애는 데 성공하게 놔두지 맙시다. 임기 제한을 은밀히
없애려는 이 비열한 시도에 속아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발의안
제28호에 반대 투표를 해주십시오!

Philip Blumel
미국 임기제한위원회 위원장

ANITA ANDERSON
책임 있는 부모 재단 부회장

LEW UHLER
전국 조세 제한 위원회 위원장

발의안 제28호 반대론에 대한 반박론
제가 20여년 전에 임기 제한법 시행 운동을 했을 때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유권자들의 요구보다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직업 정치인들의 시대를 끝내자는 것이었지요.
우리는 이 법을 통해, 단기간 공직에 복무하다가 정부에
신선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기회를 다른 이들에게
넘겨주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시민 의원″
이 탄생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기대는 어긋났습니다.
정치가들은 공직에 머무는 시간 대부분을 다음에 옮겨갈
자리를 찾고 계속 이 자리 저 자리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정치
경력을 늘리는 데에 씁니다.
반대편의 주장은 여러분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28호를 직접 읽어보십시오. 이 법안은 내용 그대로
시행될 것입니다. 발의안 제28호는 의원들이 최대 17년간 공직에
머물 수 있게 해주는 허점을 봉쇄합니다. 발의안 제28호는

상원, 하원, 혹은 양쪽 모두에서 12년의 평생 임기를 엄격하게
지키도록 요구합니다. 전직 및 현직 의원들은 발의안 제28호를
이용해 공직 재직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현상태로는 안 됩니다. 시행 20년이 지난 지금, 현행 임기
제한법은 개혁이 필요합니다. 특수 이익단체들이 여느 때처럼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발의안 제28호가 새크라멘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한 걸음입니다.
발의안 제28호는 엄격한 12년 임기 제한을 부과합니다.
결과적으로 의원들의 책임감이 높아지고, 우리가 그들을
선출하면서 해주기를 바랐던 업무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발의안 제28호에 찬성 투표를 해주십시오.

Dan Schnur
캘리포니아 공정정치 실행 위원회 위원장(2010~2011)

이 페이지에 인쇄된 찬반론은 작성자의 의견이며, 공식 기관에 의해 그 정확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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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연구 기금 조성을 위한 추가 담배세 부과.
법률 발의안.

공식 투표법안 의제 및 요약

작성자: 법무장관

암 연구 기금 조성을 위한 추가 담배세 부과. 법률 발의안.
•
•
•

유통 담배 한 개비당 5센트(한 갑에 1달러), 기타 담배 제품에도 동일한 액수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여
암 연구 및 특수한 목적에 사용할 기금을 조성한다.
세입은 암, 심장병, 폐기종 및 각종 담배 관련 질환의 진단, 예방,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연구비, 연구 시설
지원비 및 예방 프로그램 지원비를 마련하는 특별 기금에 예치된다.
기금 운용을 책임질 9인 위원회를 구성한다.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에 미칠 순 재정적 영향에 대한 입법 분석가의 주요 평가 내용:
• 2013-14까지 암과 담배 관련 질환의 연구, 흡연 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을 위한, 연간 약 7억 3,500만
•
•
•

달러의 담배 물품세 세입의 순 증가가 예상된다. 이후 세입은 매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매년 기타 담배 제품 물품세 세입 증가분, 약 5,000만 달러를 기존에 운영 중인 건강, 흡연 예방 그리고
금연 프로그램에 주로 투자한다.
연간 약 1,000만 - 2,000만 달러의 주 및 지방 판매세 세입 순 증가가 기대된다.
주 및 지방 정부의 장기적인 건강 보험에 미칠 순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입법분석가의 투표법안 분석
배경
담배세
기존의 주 물품세. 주 현행법은 담배 및 각종 담배
제품(예: 궐련, 씹는 담배) 공급에 대하여 물품세를
부과한다. 담배 물품세는 담배 및 각종 담배 제품을
소매점에 공급하는 공급자가 납부한다. 본 조세
항목은 주로 담배 및 각종 담배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현재 주가 부과하는 담배 물품세는 갑당 87
센트이다. 그림 1은 각기 다른 갑당 조세 항목 요소를
설명하고 있다. 그림을 통해서 담배 물품세 수익의
다수가 2개의 유권자 승인 법안, 즉 1988년의 발의안
제99호 및 1998년의 발의안 제10호를 통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담배
및 담배 제품에 부과되는 기존의 물품세를 통해
캘리포니아주가 거둔 총 수익은 2010-11년도에 9억
달러를 약간 상회했다.
각종 담배 제품에 부과되는 기존의 물품세 수익은
발의안 제10호와 제99호의 취지를 뒷받침한다. 현행
법에 따르면 담배세를 어떠한 식으로든 인상할 경우
각종 담배 제품의 물품세도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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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익은 발의안 제99호의 취지를 지원하는 데
활용된다.
기존의 연방 물품세. 연방 정부 또한 담배 및 각종
담배 제품에 물품세를 부과한다. 2009년, 본 조세
항목이 갑당 62센트 인상되어(갑당 총1.01달러)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에게 건강 보험 혜택을 지원하는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기금으로 활용되었다.
기존의 주 및 지방 판매세 및 이용세. 담배 및 각종
담배 제품을 판매할 때 주 및 지방의 판매세 및
이용세가 부과된다. 본 조세 항목은 제품의 소매가에
부과되며, 주로 공급자로부터 전가되는 물품세를
포함한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평균 담배 소매가는
갑당 5달러 이상이다. 담배 및 각종 담배 제품 판매세
및 이용세 수익은 연간 4억 달러 이상이며 이는 주 및
지방 정부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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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그림 1

기존의 주 담배 물품세
( 단위: 백만 달러 )
담배 1갑당
센트

설명
주 일반기금: 1959년 주 예산 일반 지원 취지로 주의회가
최초 부과.
발의안 제99호: 1988년 유권자가 부과 담배 교육 및 예방 활
동, 담배 관련 질환 연구 프로그램, 저소득층 건강 관리
서비스 그리고 환경 보호 및 레크리에이션 자원 지원 취
지. 발의안 제99호 수입 중 일부는 주 일반기금이 지원하
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됨.
유방암 기금: 1993년 비보험 여성 유방암 진단 프로그램 및
유방암 관련 연구 지원 취지로 주의회가 부과.
발의안 제10호: 1998년 조기 아동 개발 프로그램 지원 취지
로 부과되었음.
합계

2010-11년
순 수입 예상 a

10¢

$96

25

298 b

2

23

50

489 b

87¢

$905 c

a 발의안 제10호 이전 수입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의안 제 10호로부터 여타 기금으로 지급한 계정.
b 합계에는 각종 유형의 담배 제품(궐련, 씹는 담배 등)의 물품세 수입이 포함되었음.
c 반올림으로 인한 합계 불일치.

건강 연구 및 금연 활동 상황

법안

전국적으로 암과 심장병 같은 담배 관련 질환
연구에 상당한 비용이 지출된다. 일례로, 연방
국 립 보 건 원 (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 은
이 분야의 장려금 및 연구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민간 기관 및 비영리
기구 또한 이 분야의 연구에 기금을 제공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캘리포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UC) 가 이러한 연구비를 주로 제공받는
곳 중 하나이다. UC는 이를 위하여 주정부 기금 또한
사용하고 있다.
현재 공공 기관, 건강보험사 및 다양한 각종 기관이
흡연 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일례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매년 발의안 제99호를 통한
수익금 약 5천만 달러가 흡연 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에
투자된다.

본 법안은 담배 및
물품세를 인상한다.
질환(예: 심장병 및
용도로 사용될 추가
규정은 다음과 같다.

발의안 제29호 전문은 24면을 참조하십시오.

각종 담배 제품의 공급에
이를 통해서 암 및 담배
폐기종)의 연구 및 기타
수익을 창출한다. 법안의

대한
관련
여러
주요

신규 주 담배세 수입
본 법안은 2012년 10월 발효되며 기존에 담배에
대해서 부과되던 주 물품세를 갑당 1달러 인상한다.
따라서 주 물품세는 갑당 총1.87달러가 될 예정이다.
또 본 법안은 사업자가 저장하는 담배의 대부분에
대하여 1회 부과되는 "재고세"를 신규 물품세 과세
시점에 신설한다. 재고세는 주로 사업자가 세금 발효
전 제품을 비축함으로써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활용된다.

분석 | 13

발의안

29

암 연구 기금 조성을 위한 추가 담배세 부과.
법률 발의안.

입법분석가의 투표법안 분석

계속

기존의 주법은 조세형평위원회(Board of Equalization,
BOE)로 하여금 해마다 각종 담배 제품(예: 궐련 및
씹는 담배)에도 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과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법안에 따라 각종 담배
제품의 물품세도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될 것이며,
수익은 발의안 제99호의 취지를 뒷받침하는 데
활용된다.

•

사법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정부 기관에
배분된다.
희망 2010 위원회구좌(Hope 2010 Committee
Account). 2퍼센트는 본 법안을 시행하는 데
드는 행정 비용을 지불할 계좌로 예치된다.
대부분은 세금 징수 비용 보전을 위하여 BOE
로 지불된다

신규 담배세 수익 지출 방식
담배 물품세 인상을 통한 수익은 새로운 특별 기금인
캘리포니아주 암연구생명과학혁신신탁기금(California
Cancer Research Life Sciences Innovation Trust Fund)
에 예치될 예정이다. 이 수익은 암 및 담배 관련 질환의
연구 및 특수한 각종 목적을 지원하는 데에만 활용될
것이다. 신규 과세로 인한 기존 담배세 프로그램 기금
손실액(다음 항에서 설명)을 보전한 잔여 금액은 다음과
같이 5개 기금으로 배분된다.
• 희망 2010 연구기금(Hope 2010 Research Fund).
기금의 60퍼센트는 암 및 담배 관련 질환의
예방, 진단, 처치 및 보완 처치 지원을 위한
장려금 및 대출금 지원에 활용된다. 본 법안은
자격을 갖춘 모든 연구자에게 본 연구 기금의
수혜를 위한 동등한 경쟁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 희망 2010 시설기금(Hope 2010 Facilities Fund).
15퍼센트는 암 및 담배 관련 질환을 연구하는
시설을 건축 및 임차하도록 장려금 및 대출금을
지원하고, 자본 설비 제공에도 활용된다.
• 희망 2010 흡연예방 및 금연기금(Hope 2010 Tobacco
Prevention and Cessation Fund). 20퍼센트는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부(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DPH) 및 캘리포니아주 교육부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가 운영하는
흡연 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에 활용된다.
• 희망 2010 사법기금(Hope 2010 Law Enforcement
Fund). 3퍼센트는 담배 밀수, 담배세 탈세 및
미성년자에 대한 불법적 담배 판매를 줄이는
사법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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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담배세 프로그램 보전. 본 법안은 신규 세금
과세와 직결되는 기존의 주 정부 과세 수익 감소를
"보전" 또는 상쇄하기 위해 신탁 기금에서 수익의
일부를 양도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수익 감소는
담배 및 각종 담배 제품 가격의 인상이 주로 소비를
감소시키고 세금이 징수되지 않는 인터넷 구매 및 주
외 제품 구매를 증가시킴으로써 발생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위 명시된 기존의 주 물품세를 통해
징수되는 세입이 줄어들게 된다. 이 부문의 기금
손실을 상쇄하는데 필요한 보전액은 BOE가 결정한다.

신탁기금 운용 위원회 구성
연구시민감독위원회(Cancer Research Citizen’s
Oversight Committee) 를 신설하여 본 신탁 기금을
감독한다.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9명으로
구성된다.
• 캘리포니아주 내 지정 암센터 10곳 중 1곳의
이사 3명이 포함된 4명을 주지사가 지명한다.
• 담배 관련 질환 치료를 행해 온 인사 1명 이상이
포함된 2명을 DPH 이사가 지명한다.
• 캘리포니아주 정량적생물의학연구소(California
Institute for Quantitative Biosciences Research)
의 구성원인 3명의 자문을 UC 캠퍼스로부터
지명한다. (현재 UC 캠퍼스 중 산타 크루스,
버클리 및 샌프란시스코가 연구소 구성원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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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부여하는 권한. 본 법안은 기금 운용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한다. 기금은 법안에 명시된
용도에만 지출해야 한다. 기금 배분은 위원회가
담당한다. 따라서 주의회는 기금을 전용할 수 없다.
또한 이 기금들을 여타 주 기금에 대출할 수 없다.
본 법안은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한다.
• 단기 및 장기 재무 계획을 개발한다.
• 연구자와 시설에 대한 장려금 및 대출금 신청,
검토 및 수여 절차를 제정한다.
• 대표이사 및 기타 직원을 지명한다.
• 본 법안에 따른 연구 기금으로 발생되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기타 주요 조항
시설 기금으로부터의 양도가 허용되는 경우. 본
법안은 희망 2010 시설기금에 잉여금이 발생했다고
위원회가 판단할 경우 이를 희망 2010 연구기금,
희망 2010 흡연 및 금연기금 또는 희망 2010
사법기금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한다.
책임 보장 조치. 본 법안은 위원회가 행정비, 장려금
건수와 금액 그리고 연구 결과 요약 관련 정보가 담긴
연례 보고서를 발행하여 공개적으로 설명하도록
규정한다. 또 위원회는 매년 독립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한다. 본 법안은 위원회 구성원의 행위를 규제하는
이해관계 상충 조항을 포함한다. 아울러 신탁 기금의
자금을 오용하는 이에 대한 특수 범죄 처벌에 관한
내용도 포함한다.

발의안 제29호 전문은 24면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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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영향
본 법안은 주 정부와 지방 정부에 여러 가지 재정적
영향을 미친다. 주요 영향은 아래와 같다.

주 정부 및 지방 정부 수입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반응에 영향을 받게 될 수입. 주정부 세입
예산은 발의안에 따른 물품세 인상액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즉, 물품세 인상을
반영하기 위해 담배 및 각종 담배 제품의 소매가가
인상될 것이다. 이는 다양한 소비자 반응을 낳게 된다.
소비자는 가격 인상으로 인해 과세 대상 담배 제품의
소비량을 줄이게 될 것이다. 소비자가 인터넷 구매
또는 주 외 제품 구매와 같이 과세액이 적은 담배 제품
입수 경로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주정부는 세입
예산에 소비자의 반응이 적절히 반영되었다고
확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신규 담배 물품세 수입. 주정부는 본 법안에 따라
담배 물품세가 2012-13년(연중 일부 기간에 미치는
영향)에는 약 6억 1,500만 달러, 2013 -14년(1년 내내
미치는 영향)에는 약 8억 1,000만 달러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2013 - 14년의 신규 담배 물품세
예상수입 배분을 그림 2(다음 페이지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3 -14년에 신규 담배 물품세는
기존 담배 물품세 수입 손실 보전(아래 상세 내용
참조) 후 본 법안의 취지에 따른 순수익을 7억 3,500
만 달러 가량 창출할 것이다.주정부는 지속적인 담배
소비 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므로 담배 물품세 인상으로
창출되는 수익은 향후 해마다 다소 낮아지는 수준이
될 것이다.
기존의 담배 물품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 본 법안에
따른 담배 및 각종 담배 제품의 소비 감소는 발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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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예상 신규 담배세 수입 배분 방식
( 단위: 백만 달러 )
배분
예상 신규 담배세 수입
발의안 제99호, 발의안 제10호, 일반기금 및
유방암 기금 부족액 보전
예상 순 수입

—

2013-14년 기금
(1년)
$810
-75 a
$735

예상 순 수입 배분
연구기금
시설기금
흡연예방 및 금연기금
사법기금
위원회 구좌

60%
15
20
3
2

$441
110
147
22
15

a LAO 예측. 보전액은 조세형평위원회가 결정할 것임.

제99호 및 제10호의 취지, 일반기금(General Fund)
그리고 유방암기금(Breast Cancer Fund)을 지원하는
기존의 담배 물품세 수입을 떨어뜨릴 것이다. 본
법안은 신규 물품세로 야기되는 이러한 손실에 대한
보전액을 제공한다. 주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보전 기금을 매년 약 7,500만 달러로
추산한다(그림 2 참조).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본 법안은 발의안 제99
호의 취지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물품세에 대하여
추가적인 재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어떠한 식으로든 담배세를 인상할 경우 각종
담배 제품의 세금도 자동 반영되며 추가 수익은
발의안 제99호의 취지를 지원하는 데 활용된다.
주정부는 각종 담배 제품 세금 인상을 통해 2013-14
년부터 연 약 5천만 달러의 발의안 제99조 취지 지원
수익이 확보되리라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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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및 지방 판매세 및 이용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
판매세 및 이용세는 담배 제품의 소매가를 포함한
다양한 제품에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소매가에는 모든
물품세 비용이 포함된다. 따라서 신규 물품세로 인해
담배 제품의 소매가가 높아지면 담배 제품에 대한
판매세 및 이용세를 통한 주 및 지방 수입이 증가할
것이다. 이 효과는 판매세 및 이용세와 관련된 각종
제품 구매 감소 등 각종 요인으로 인해 다소 상쇄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수입이 매년 약 1,000만 - 2,0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물품세 징수에 미치는 영향. 앞서 설명한 것처럼, 본
법안은 신규 담배세 수입의 3퍼센트를 주정부의
사법적 노력을 지원하는 사법기금(Law Enforcement
Fund)에 예치한다. 이 기금은 탈세, 위조, 밀수 그리고
무허가 담배 및 각종 담배 제품 판매를 줄이려는
사법적 노력 강화를 지원하는 데 투자된다. 또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제품 판매를 줄이려는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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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데에도 기금이 사용된다. 이러한 활동은
일례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법안은 담배 제품
물품세 징수 수입액에 확인되지 않은 공조 효과를 소비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보건
미칠 것이다.
기관 및 여러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담배 제품 사용은
건강에 해로운 여러 가지 영향과 관련을 맺고 있다.
주 및 지방 정부 보건 비용에 미치는 영향
따라서 본 법안은 장기적으로는 담배 관련 질환으로
캘리포니아주 정부 및 지방 정부는 (1) 저소득자 및 인한 주 및 지방 정부의 보건 지출을 줄여줄 것이다.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및 (2) 주 및 본 법안에는 이러한 비용 절감을 상쇄할 다른 재정적
지방 정부 재직자 및 퇴직자에 대한 건강 보험 제공 영향의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향후 담배 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본 법안과 같이 일반 질환을 피한 개인들의 수명이 길어짐으로써 주 및
대중, 특히 저소득자와 건강보험 미가입자 그리고 지방 정부는 새로운 보건 및 복지 서비스의 제공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법의 개정은 공공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법안이 주 및
기금이 투자되는 보건 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방 정부의 비용에 미치는 재정적 순 영향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발의안 제29호 전문은 24면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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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제29호에 대한 찬성론
암 연구를 지원해 생명을 살리기 위한 발의안 제29호에 찬성
투표를 해주십시오.
발의안 제29호, 캘리포니아 암 연구 법안은 단순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생각에 기반한 법안입니다. 담배를 피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서만 1달러의 담배세를 새로 걷자는 것입니다.
미국 암협회, 미국 심장협회, 미국 폐협회는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이유는 담배세 부과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담배회사들은 같은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거대 담배회사들은 흡연자의 90%가 10대 때
흡연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29호에 찬성해 암 연구를 지원해 주십시오.
세금으로 걷은 돈은 연구에 종사하는 의사와 과학자들에게 바로
지급되므로 정치가들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암은 전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질환인데 흡연은 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암은 우리 주의 모든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과학자들은 암, 심장질환
및 기타 흡연 관련 질병을 발견, 처치, 예방, 치료해 생명을
구하는 연구의 최선두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엄청난 진보를
이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발의안 제29호는 이들의
연구에 필요한 약 6억 달러 상당의 재원을 마련해 치료법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발의안 제29호에 찬성해 아이들의 흡연을 막고 생명을
구합시다.
담배회사들은 해마다 제품 선전에 수백만 달러를 들이고
이로 인해 매년 34,000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기 시작합니다. 발의안 제29호는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고
아이들이 애초에 담배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담배세를 1달러 더 높여도 흡연자들에게 그리 큰 부담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10대 아이들의 경우에는 흡연을
시작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발의안
제29호 덕분에 228,000명의 아이들이 담배를 끊게 될 것이라고
추산합니다. 이들은 또 발의안 제29호가 담배를 끊을 104,000
명의 흡연자들의 목숨을 구하고 암, 폐기종, 심장질환과 싸우는
고통과 비용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발의안 제29호에 반대하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담배회사입니다.
그들은 고액의 대가를 주고 로비스트와 정치 컨설턴트들을
대거 고용합니다. 발의안 제29호를 무효화하기 위해 돈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불안을 야기하는 책략과 위장 캠페인에 속아넘어가지 마십시오.
발의안 제29호의 내용을 직접 읽어보십시오!
발의안 제29호에는 확실한 보호조치와 진정한 책임감이
깃들어 있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 돈이 쓰일 곳을 정하는
것은 정치가가 아닙니다. 암 연구에 헌신하는 캘리포니아의
의사와 과학자들이 정할 것입니다.
발의안 제29호는 캘리포니아의 유명 연구기관, 신뢰받는
공중보건 대변인, 그리고 암을 이기고 살아남은 이들로 구성된
독자적인 패널이 기금 사용처를 결정하게 합니다. 발의안 제29
호는 담배 밀수를 막기 위한 기금을 따로 배정합니다. 발의안 제
29호는 모든 기금이 적절히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면 세금을 낼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암의 치료법을 언제쯤 발견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연구에 지원되는 돈 1달러, 1달러가 그 날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읽는 몇 분 사이에 누군가가
또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 혹은 아들 딸이- 암 진단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희망을 갈구하는 가족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발의안 제29호에 찬성해 주시면 담배 구입에
허비된 1달러를 암 치료법 연구에 바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암 연구를 지원해 생명을 구합시다. 발의안 제29호,
캘리포니아 암 연구 법안에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

Clifford C. EKE 의사
미국 암협회 캘리포니아 지부 회장
Jane Warner
미국 폐협회 캘리포니아 지부 회장
Richard J. Gray 의사
미국 심장협회, 서부 지부 회장

발의안 제29호 찬성론에 대한 반박론
누구나 암 연구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발의안 제29호는
불리한 조건과 허점, 결함으로 가득합니다. "무용지물 고속철"
위원회처럼 쓸모없는 제안입니다.
납세자, 의사, 교사, 법 집행자, 중소기업 운영자, 노동자 등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모두 발의안 제29호에 반대합니다.
상황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 직업 정치인이 통과 추진 중인 발의안 제29호는 연간 7억 3
천 5백만 달러의 신규 세입과 지출 위임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정치적 임용자들로 채워진 무책임한 행정체제를 유발합니다.
• 이 신규 세입을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용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른 주,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이
돈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 암 환자 치료를 위한 새로운 자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암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억 2천 5백만 달러의 돈을
간접비, 관료적 사무절차, 건물, 부동산 등에 지출합니다.
• 각 부처 청장들이 대표하는 조직이 납세자 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이해 상충"이 야기됩니다.
• 해마다 5억 달러 이상의 세금이 영리 목적의 기업들에게
돌아가도록 허용합니다.
• 해마다 암 연구에 60억 달러를 지출하는 기존 프로그램과
중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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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철도 위원회 같은 결함 있는 자동 지출 위임 기구를 또
설립하는데 고속철도 위원회보다 낭비가 심하고 납세자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사기나 예산 낭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15년 동안 주지사와
의회가 발의안 내용을 바꿀 수 없습니다.
자금 지출 방식에 대해 책임을 지지도 않으면서 해마다 7억 3
천 5백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는 위원회를 또 구성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www.ReadForYourself.org에서 정황을 확인하신 뒤 저희와 함께
발의안 제29호에 반대해 주십시오.

MIKE GENEST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 전임 이사
MARCY ZWELLING 의사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의사협회 전임 회장

TOM BOGETICH
캘리포니아 주 교육위원회 이사(퇴직)

이 페이지에 인쇄된 찬반론은 작성자의 의견이며, 공식 기관에 의해 그 정확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발의안

29

암 연구 기금 조성을 위한 추가 담배세 부과.
법률 발의안.

발의안 제29호에 대한 반대론
누구나 암 연구를 지지하지만 발의안 제29호에는 결함이
있습니다.
작은 활자로 인쇄된 내용을 직접 읽어보십시오.
발의안 29:
세금은 올리면서 새크라멘토의 낭비성 지출을 없애거나
균형 잡힌 예산을 집행하는 데 하등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 캘리포니아 주의 정치가들은 규모 있는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떤 직업 정치가는 연간 7억 3천
5백만 달러의 세금을 더 거둬들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관료제를 구성하고 특수 이익단체에 지출을 위임하기
위해 발의안 제29호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100억 달러 이상의 적자가 난 상태이며
유권자들은 학교 지원 예산이 삭감되고 세금은 더 올라갈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발의안 제29는 새로운
정부 지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세금을 높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걷은 세금을 캘리포니아 주 밖에서
사용하도록 허용한다니 말입니다.
• 이 발의안은 거의 10억 달러 가까운 세금을 새로
걷어 캘리포니아가 아닌 다른 주,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30130.53(d)항).
•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세금을 걷겠다면 그것을
캘리포니아에서 사용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새로운 관료제, 더 늘어난 정치적 임용자 = 더 큰 낭비
• 6명의 정치적 임용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직원 봉급과
간접비로 연간 약 1천 5백만 달러를 지출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연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지울 수 있습니다(30130.53(d)(5)항).
• 발의안 제29호는 건물 임대와 장비에 연간 1억 1천만
달러를 지출하도록 허용하지만 그 돈을 캘리포니아 주 소재
대학교/병원에 지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세입을 영리
목적의 대기업에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30130.53(d)(2)항).
• 고속철도 위원회나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이
관료주의 기관도 계속 몸집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발의안
제29호는 CEO가 채용/봉급 요건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여
(30130.54(d)(2)항) CEO는 1년에 수십만 달러의 봉급을 받을
수도 있고 수많은 직원을 채용할 권한도 갖게 됩니다.
기존 프로그램과 중복

• 해마다 연방 정부는 암 연구를 위해 60억 달러를 지출하고
캘리포니아 주도 담배 규제 프로그램에 7천만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29호는 이런 기존 프로그램들과 중복됩니다.
책임 회피
• 발의안 제29호에 따르면 "연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보고서이고 실적을
올리기 위한 교부금을 지출할 필요도 없습니다(30130.54(i)항).
• 실제로 주지사나 의회, 또는 주 감사관도 15년 동안 발의안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는 사기나 예산 낭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6(b)항). 이것은 결코 책임감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암 치료는 외면
• 지지자들은 이 발의안을 통해 수십억 달러의 건강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안은 암 환자 치료를 위한
새로운 자금은 제공하지 않습니다(30130.53항).
유권자가 승인한 발의안을 기만하고 학교 재정에 무리를 줌
•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승인한 헌법수정안에 따르면 모든
신규 세금은 교육비 지원에 일익을 담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발의안 제29호는 이런 요건을 면제받기 때문에 우리 주의
학교들은 해마다 3억 달러 이상의 예산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30130.50(c)항).
• 우리는 직업 정치인이 이런 허점을 이용해 유권자가 승인한
발의안을 저지하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암 연구는 중요한 사안이지만 이를 위해 한 해에 7억 3천 5백만
달러를 지출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보다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고
또 세금이 캘리포니아 내에서 사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발의안
제29호는 이토록 결점이 많은 법안이므로 ‘반대’ 투표를 하셔야
마땅합니다." —마시 즈웰링 의사, 전임 회장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의사협회
웹사이트 주소: ReadForYourself.org
발의안 제29호에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TERESA CASAZZA
캘리포니아 납세자 연맹 회장
LA DONNA R. PORTER 의사
골든스테이트 의사협회 전임 회장

JULIAN CANETE
캘리포니아 히스패닉 상공회의소 소장

발의안 제29호의 반대론에 대한 반박론
지금 막 여러분이 읽은 내용은 모두 담배회사가 돈을 지불해서
만든 캠페인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우리 주의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보십시오. 발의안 제29호를 무효화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지출하는 이들은 담배회사뿐입니다. 발의안 제29호:
http://cal-access.sos.ca.gov/Campaign/Measures
담배회사들은 위의 메시지가 자신들의 주장임을 인정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러분에게 숨기고 있는
것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진실은 발의안 제 29호가 효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법안 덕분에 사람들은 담배를 끊게 될
것이고 그러면 대형 담배회사들의 수익이 타격을 입게 됩니다.
발의안 제29호의 내용을 직접 읽어보십시오.
발의안 제29호는 생명을 구합니다. 미국암협회, 미국폐협회,
미국심장협회가 발의안 제29호를 지지하는 이유는 담배 1갑
당 1달러의 세금을 부과해 104,000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의안 제29호는 캘리포니아 연구센터를 지원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캘리포니아 의사협회가 발의안 29호를
지지하는 이유는 연간 5억 8천 5백만 달러의 연구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캘리포니아 유수의 연구기관들이 암이나 심장 및
폐 질환 치료법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발의안 제29호는 학교와 어린이를 보호합니다. 캘리포니아

공교육장과 캘리포니아 주 학부모-교사 협의회가 발의안
제29호를 지지하는 이유는 이 법안을 통해 2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흡연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의안 제29호는 확실한 재정 책임성을 요구합니다. 시민감시
위원회는 기금이 의사와 과학자들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보장합니다. 엄격한 책임을 요구하는 법률을 적용하여 이해
상충을 막고 해마다 개별 감사를 실시하며 행정비용을 2%
이하로 유지합니다(30130.54항).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게 하여 책임 법안을 더욱 강화합니다(30130.56항).
진실은 발의안 제29호가 생명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찬성 투표를 해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www.CaliforniansForACure.org

Beth Y. Karlan 의사
여성암프로그램, 오스친 종합암연구소 소장
시더스 사이나이 의료센터
Elizabeth Blackburn박사
노벨의학상 수상자
Balazs "Ernie" Bodai 의사
유방암 스탬프 창시자

이 페이지에 있는 찬반론은 작성자의 견해이며 공식 기관에 의해 그 정확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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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후보
캘리포니아 선거법 제9084조에 따라 대통령 입후보자 정보를 캘리포니아
주총무장관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voterguide.sos.ca.gov
를 참조하십시오.

선거구 단위 및 미국 상원의원 후보자 성명서
본 유권자 정보 안내서는 주 전체 투표 법안과 미 상원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각 주 상원 및 하원 공직은 단 한 개 또는 몇 개 카운티의
유권자들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 공직에 출마한 일부 입후보자의 성명서가
해당 카운티의 견본 투표지 책자에 실릴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률은 주 의회 공직(미 하원이나 상원 등의 연방 공직이 아닌)
입후보자들에 대한 자발적 지출 한도를 정했습니다. 선거 비용을 정해진
액수 이하로 지출하기로 한 주 의회 입후보자들은 카운티 견본 투표지
책자의 지면을 구입하여 최대 250단어 분량의 후보자 성명서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선거 비용 지출을 제한하기로 한 주 상원 입후보자는
예비선거에서 78만달러까지 지출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선거 비용
지출을 제한하기로 한 주 하원 입후보자는 예비선거에서 52만달러까지
지출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선거운동 비용 지출 한도를 수락한 의회 입후보자들의
명단을 보려면 www.sos.ca.gov/elections/elections_cand_stat.htm을 방문하십시오.
미 연방 하원 입후보자들은 모두 카운티 견본 투표지 책자의 지면을 구입해
후보자 성명서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연방 하원 입후보자들은 성명서
게재를 위한 지면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미 연방 상원 입후보자들은 본 유권자 안내서의 지면을 구입해 성명서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일부 미 연방 상원 입후보자들은 성명서 게재를 위한
지면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 성명서는 21–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본 안내서가 발행된 뒤에 확정될 최종적인 입후보자 명단은
www.sos.ca.gov/elections/elections_cand.htm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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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연방 상원에서 캘리포니아 주의 이익을 대표할 2명의 상원의원 중 1명을 선출합니다.
• 새 연방법을 발의 및 투표합니다.
• 미 연방 판사, 미국 대법원판사 및 대통령이 임명하는 많은 민간 및 군 고위직을 인준하기 위한
투표에 참여합니다.
ORLY TAITZ
지지 정당:

29839 Santa Margarita, Suite 100
Rancho Santa Margarita, CA 92688
runorlyrun.com

공화당

(949) 683-5411
orly.taitz@gmail.com
orlytaitzforussenate.com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저는 사업가이자 변호사이자 구강외과 의사인 동시에 아내이고 또 엄마입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25년 동안 캘리포니아 주에서 3 아들을 키웠습니다. 제가 출마한 이유는 우리가 레이건 대통령 치하의 황금기에 누렸던
기회를 우리 주의 젊은이들도 누리게 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직업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대표하는 한, 미국의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빚만 쌓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세운 3가지 주요 목표는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 셋째도
일자리입니다. 저는 해외에서 창출한 이익을 미국으로 보내는 기업과 미국 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게 5
년간 과세를 유예할 생각입니다. 미국인들을 위해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에서 나오는 세수입만큼 해당 기업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에게 무거운 빚더미를 남겨서는 안 되고,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미국인을 위한
일자리를 없애서도 안 됩니다. 저는 변호사로 일하면서 여러분의 헌법상 권리를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최근
한 판사는 버락 오바마에게 법정에 출석해 신분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제 소환장을 지지해 줬습니다. 여러분은
진실을 알고 의견을 존중받고 답변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어째서 버락 오바마는 전자인증시스템(E-verify)에 따라 그에게
부여된 적이 없는 코네티컷 주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왜 그가 본인의 출생증명서 사본이라고 증명하는 서류는
컴퓨터로 만든 위조 문서로 여겨지는 것일까요. 그의 학교 기록을 비롯한 수많은 기록들이 그가 인도네시아 사람임을
가리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을 해명할 수 있는 정부를 원하신다면 Orly Taitz를 선택해 주십시오!

ELIZABETH EMKEN
지지 정당:

P.O. Box 81
Danville, CA 94526

공화당

(925) 395-4475
info@emken2012.com
www.emken2012.com

만약 국회가 여러분의 개인 재정을 관리한다면 여러분은 그들을 당장 해고할 것입니다. 무분별한 연방 지출 때문에 15조
달러나 되는 국가 채무가 발생했는데 이는 미국인 한 사람당 거의 4만 9천 달러 가까운 액수입니다. 계속 이 길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정부의 규모와 지출을 줄이고 예산 균형을 맞추고자 연방 상원에 출마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유시장
정책을 장려하고, 일자리를 없애는 정부 규정과 명령을 보류하여 중소기업들이 다시 성장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미국
내의 에너지원을 개발해 휘발유 가격을 낮추고, 앞으로는 테러 자금을 지원하는 적대국들에게서 에너지를 구입할 필요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세 아이를 둔 엄마로서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우리 경제가 지고 있는 짐을 덜어내
미래 세대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저는 IBM에서 효율성 및 비용 절감 전문가로 일하면서
운영 방식을 합리화하고 낭비되는 부분을 없애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자폐증 진단을
받았을 때는 자폐증 진단 및 예방 전문기관인 Autism Speaks의 부회장이 되어 자폐증의 원인과 치료법을 알아내기 위한
노력에 동참했습니다. 저는 문제에 맞서 싸우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보다
작고 간소하고 권한이 제한된 연방 정부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끈기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Emken2012.com에서 자세한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ROBERT LAUTEN
지지 정당:
공화당

P.O. Box 121
Brea, CA 92822

(714) 202-2625
info@robertlautenforussenate2012.com
www.robertlautenforussenate2012.com

저는 글래스-스티걸 법(Glass-Steagall Act) 1933‑1999의 복원을 지지합니다. H.R. 1489를 공동 후원합니다. 해밀턴 신용
시스템을 재건하겠습니다. 1960년대의 NAWAPA 인프라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34년 이상 된 원자력 발전소를
현대화하겠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종식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절약되는 2조 달러가 놀라운 성장 잠재력을
약속할 것입니다. UN 의제 21(Agenda 21)에 대한 재정 지원을 철회하겠습니다. www.RobertLautenForUSSenate2012.com

입후보자 성명서의 순서는 알파벳 무작위 추첨에 의해 결정됩니다. 본문의 각 성명서는 입후보자 자신이
제공한 것으로 그 정확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각 성명서는 입후보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하여
입후보자의 비용으로 인쇄된 것입니다. 성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후보자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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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HUGHES
지지 정당:

1800 Thibodo Road, Suite 300
Vista, CA 92081

공화당

계속
(760) 624-4511
info@danhughes2012.com
www.danhughes2012.com

우리 나라는 현재 위기 상황입니다. 높은 실업률, 위태로운 기업들, 수많은 주택 압류자, 각 주와 국가 전체의 엄청난 회계
적자 등에 당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결함은 도덕성과 리더십의 부족입니다. 미국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우리의 미래는 중국과 인도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제 이름은 댄 휴즈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진로를 바꿀 수 있는 도덕적 힘이 있다면 미국의 전성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제가 공화당의
일원으로 미국 상원의원에 입후보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먼저 정치적 현상을 바꾸고 우리를 실망시킨 현직 정치인들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워싱턴 D.C.와 정계 내부 인사들이 민심과 이렇게 동떨어진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들은
일반 국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일은 하고 싶어하지 않는 듯합니다. 저는 100명 가까운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운영자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예산을 조화롭게 유지하고 급여를 제때 지불하고, 매출을 늘리고
부침 심한 불경기를 이겨냈습니다. 이미 해봤기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압니다. 저는 성실한
남편이자 네 아이의 아빠로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봉사하고 있고, 자랑스러운 레이건 보수주의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치인은 아니며 국회의 힘을 제한하자는 의견에 열렬히 찬성합니다. 정부 지출을 줄이고 일자리를 없애는 세금이나
정부 규정을 개혁하며, 세금 인상을 막고 국경선을 지키며, 정부가 관리하는 의료보험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한 표가 제게는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DanHughes2012.com을 방문해 주십시오.

MIKE STRIMLING
지지 정당:
민주당

1334 Grand Avenue

Piedmont, CA 94610

(510) 652-0378

ms@taxtherich2012.org
www.taxtherich2012.org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합시다. 저는 여러분이 신념에 따른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출마했습니다. 부자들이
중산층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1942년부터 1982년 사이에는 백만장자들에게
부과되던 세금이 지금보다 4배나 높았습니다. 심지어 1918년에도 백만장자들은 소득의 77%를 세금으로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백만장자인 롬니는 단 15퍼센트의 세금만을 냅니다! 여러분이 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부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면 그들은 돈을 계속 투자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현재 그들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돈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자명합니다. 상위 1%의 부자가 하위 90%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부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 때문에 미국은 파산 상태입니다. 중산층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지요. 비싼 교육료와
의료비, 높은 수수료와 사용료, 망가진 학교와 교량, 문을 닫은 공원과 법원,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의 위기, 아이들이
짊어져야 하는 부채. 재능 있는 학생들이 수업료를 감당하지 못해 미국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진적인 연방
대법원은 소비자들을 공격합니다. 이런 불평등은 위험한 사회적 동요를 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를 되찾읍시다. 부자들이 아이젠하워, 케네디, 닉슨 시절에 납부하던 세금 정책을 복구해 부족한 재정을
메웁시다. 3백만 달러 이상 나가는 주식과 자산에 세금을 부과해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정치 기부금 제한을 거부하는
기업들이 누리는 특권을 취소합시다.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되찾읍시다. 무의미한 전쟁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1%
와 99% 사이의 균형을 되찾기 위한 선거입니다. www.TaxTheRich2012.org

DIRK ALLEN KONOPIK

지지 정당:
공화당

P.O. Box 4739

Rancho Cucamonga, CA 91729

(909) 293-9225

campaign@konopikforca2012.com
www.konopikforca2012.com

기독교인, 퇴역 군인, 미국인. NRA, VFW, 미국 재향 군인회. 주 예수를 위해 담대히 나서겠습니다.
MARSHA FEINLAND
지지 정당:
평화자유당

2124 Kittredge Street #66

Berkeley, CA 94704

(510) 845-4360

feinlandforsenate@gmail.com
www.feinlandforsenate.org

99%의 국민들은 주택, 의료보험, 교육, 환경보호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가 우리에게 전쟁과 감옥, 차별을
안겨줬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 일궈놓은 부를 그들이 좌지우지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부자와
그들의 기업이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합시다.

입후보자 성명서의 순서는 알파벳 무작위 추첨에 의해 결정됩니다. 본문의 각 성명서는 입후보자 자신이
제공한 것으로 그 정확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각 성명서는 입후보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하여
입후보자의 비용으로 인쇄된 것입니다. 성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후보자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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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NNE FEINSTEIN
지지 정당:
민주당

1801 Avenue of the Stars, Suite 829

Los Angeles, CA 90067

계속
(310) 203-1012

www.diannefeinstein2012.com

우리 주와 우리 나라 모두 요즘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경제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불경기 중 하나를 막 벗어나 간신히
회복기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미국은 세계 각지에서 심각한 경제 및 국가안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이런 문제에 맞설 채비가 되어 있는 검증된 리더를 미 연방 상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캘리포니아와 미국의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급여 세금 감면, 모기지 론을 빌린 주택 소유자를 돕고 우리
주에 만연하는 유질 처분을 끝맺기 위한 재정 재건 정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우 필요한 인프라 정책, 교사 및 응급처치
요원의 봉급 지원, 일자리가 없는 퇴역 군인이나 장기 실업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들에 대한 세액 공제 등과 같은 현명한
경기 부양책을 지지합니다. 또 고령자들에게 꼭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장으로 있는 상원 정보위원회는 현재 무소속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미국의 안보 수호와 테러리스트들의
활동 분쇄, 정보위원회에 속한 16개 기관에 대한 감독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법사위원회의
일원으로 모든 국민의 시민권을 보호하고 어떤 공격에도 맞설 수 있는 여성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꿋꿋이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미 연방 상원의원에 입후보한 것은 캘리포니아 주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노하우와 경험,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지지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COLLEEN SHEA FERNALD
지지 정당:
민주당

P.O. Box 3007

Santa Rosa, CA 95402

(707) 829-2243

cfernald@sonic.net
www.campaignforpeace.org

의회에서 버림받은 친애하는 유권자 여러분, 이제 정부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마도 이번에
출마한 후보들 가운데, 심중 유보나 회피 목적 없이 우리의 헌법을 지지하고 보호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일 것입니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회의 선택으로 벌어지고 있는 헌법에 위배되는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기타
다른 지역에서의 분쟁을 당장 끝내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은 위헌적인 전쟁이 아니라 미국인들을 돌보는 데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ROGELIO T. GLORIA
지지 정당:
공화당

1610 Sherbrooke Street

San Diego, CA 92139

(619) 267-5334

r.gloria40@gmail.com
http://gloriaforcongress.weebly.com

저는 노련한 미 해군 장교이자 미 연방 공무원입니다. http://gloriaforcongress.weebly.com
AL RAMIREZ
지지 정당:
공화당

P.O. Box 3002

Santa Monica, CA 90408-3002

(202) 455-0560

2012@alramirez.com
www.alramirez.com

조국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에게 패배란 없는 법입니다. 지금은 다음 세대를 위해 아메리칸 드림을 계속 지켜나가겠다는
우리의 신념을 기꺼이 옹호해줄 사람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미 연방 상원의원에 입후보한 이유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되찾아주고, 우리의 헌법상 권리를 수호하며,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천연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에너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20년 가까이 기술업계에 종사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의
힘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가들이 정부의 과잉 규제 때문에 회사 운영을 포기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관료적 형식주의를 없애, 캘리포니아 주가 계속 기술 리더의 자리를 지키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의 종교적 신념과
가족의 권리를 지키고, 정부가 장악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폐지하고, 수정헌법 2조를 지지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불법 이민과 복지 의존성으로 인해 빚어진 딜레마를 해결하고, 납세자들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또 우리 정부를 통제해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이는 곧 정부 지출을 줄이고, 연방준비은행을 감사하며,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공무원들이 우리와 같은 법에 따라 살아가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DC를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다시금 새로운 전성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도움과 지지, 그리고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alramirez.com.

입후보자 성명서의 순서는 알파벳 무작위 추첨에 의해 결정됩니다. 본문의 각 성명서는 입후보자 자신이
제공한 것으로 그 정확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각 성명서는 입후보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하여
입후보자의 비용으로 인쇄된 것입니다. 성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후보자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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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전문
발의안 제28호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2조 8항의 조항에 따라 본 발의안을
주민에게 제출한다.
본 발의안은 캘리포니아주 헌법의 조항을 수정한다.
삭제하도록 제안된 기존 조항은 취소선 으로 인쇄되었고,
새로 추가된 조항은 기울임체로 인쇄되어 새로운 조항임을
명시하였다.
발의 법안
제1항. 본 법안은 "2010년 주의회 의원 임기 제한 개정
법안(Legislative Term Limits Reform Act of 2010)"으로
명명하고 동명으로 인용할 수 있다.
제2항. 본 법안은 주의회 의원의 임기를 14년까지
허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주의회 의원의 재임 가능 기간을 총 14년에서 12
년으로 줄인다.
(2) 주의회 의원은 재임 가능 기간에 하원, 상원 또는
양원에 재임할 수 있다.
(3) 현직 또는 전직 주의회 의원은 어떠한 식으로도 본
법안 개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제3항.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4조 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항. (a) (1) 4년 임기로 선출된 상원의원 40명이
상원을 구성한다. 2년마다 20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상원의원의 재임은 2회까지만 허용한다.

(2) 2년 임기로 선출된 하원의원 80명이 하원을
구성한다. 하원의원의 재임은 3회까지만 허용한다.
(3) 의원의 임기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의 임기는
의원의원 선출 후 12월 첫째 월요일에 시작된다.
(4) 의원은 상원, 하원 또는 양원을 통틀어 평생 12
년까지 재임 가능하다. 본 법안은 발효일 이후 처음으로
주의회에 선출된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 중 과거 상원
또는 하원에 재임한 적이 없는 자에게만 적용된다. 본
법안의 발효일 이전 선출된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은 본
법안의 발효일에 앞서 최종 선출될 당시 허용된 임기에
한해 재임 가능하다.
(b) 주의회가 별도 지정하지 않는 한 하원의원 선거는
짝수 해 11월 첫째 월요일 후 첫째 화요일에 치른다.
하원의원 선거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 상원의원 선거도
치른다.
(c) 유권자이자 해당 지역구에 1년 이상 거주해 온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선거 직전까지 3년 이상 캘리포니아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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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전문

거주한 경우에 한해 주의회에 재임할 수 있다. 또한
선출되고자 하는 자의 총 재임 기간은 본 항의 (a)가
허용하는 재임 연한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d) 주의회에 공석이 발생할 경우 주지사는 즉시 이를
채울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제4항.

분리 가능성

본 법안의 조항은 분리가 가능하다. 본 법안의 조항이나
조항 적용이 무효로 간주될 경우, 무효 조항이나 조항 적용
없이도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다른 조항이나 조항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5항.

상충 발의안

본 법안과 주의회 의원의 재임 가능 횟수 또는 연한을
변경하는 다른 법안(들)이 동일한 주선거 투표용지에
수록될 경우 다른 법안(들)과 본 법안이 상충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본 법안이 더 많은 찬성표를 얻을 경우 본
법안의 전체 조항이 우선권을 가지며 다른 법안의 조항들은
무효가 된다.

발의안 제29호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2조 8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의안을
주민에게 제출한다.
본 발의안은 조세법에 새 조항을 추가한다. 따라서
추가될 새 조항은 신설 규정임을 나타내기 위해 기울임체로
인쇄된다.
발의 법안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은 다음 법안을 제정한다.
희망 2010: 캘리포니아주 암연구 법안(HOPE 2010: THE
CALIFORNIA CANCER RESEARCH ACT)
제1항.

주요 조사 결과 및 공표 사항

(a) 의학적 치료 및 예방 분야의 지속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암은 캘리포니아주 제1의 사망 원인이며 매년
사망자 4명 중 1명은 암으로 사망한다.
(b) 의학 전문가들은 매년 암 진단을 받는 캘리포니아주
주민의 수가 140,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한다.
(c) 흡연 및 각종 담배류 사용은 여전히 캘리포니아주 제
1의 암 발생 원인이며 심장 혈관병, 폐기종, 각종 만성
질환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한다.
(d) 담배 관련 질병의 치료는 이미 과부하 상태인
캘리포니아주 보건 의료 시스템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담배 사용은 매년 캘리포니아주 주민에게 의료비
지출 및 생산성 손실에 따른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

법안 전문
(e) 새롭고 효과적인 암 및 각종 담배 관련 질환 치료법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담배세 세입은 폐암을 비롯한
각종 암, 심장 혈관병, 폐기종, 각종 만성 질환의 원인을
연구하고 조기에 진단하며 효과적인 처치, 진료, 예방 및
가능한 치료법을 제공하고 해당 연구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 조성에 알맞은 재원이다.
(f) 희망 2010: 캘리포니아주 암 연구법(HOPE 2010:
The California Cancer Research Act)은 캘리포니아주의
우수 연구 인력이 암과 각종 담배 관련 질환의 원인 규명,
조기 진단, 효과적 처치, 진료, 예방, 가능한 치료법 개발을
위한 인간 중심적 이해와 지식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원을 제공한다.
(g) 담배 제품 가격 인상은 흡연과 각종 담배 이용을
감소시키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담배세 인상은
담배와 관련된 암과 각종 질환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재원 확보에 적합한 방법이다.
(h) 암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암 연구 지원이
가장 중요하며, 기초부터 응용 연구까지 모든 단계의 암
연구를 포함시켜 학술 기관 및 연구소의 기술을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고객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2항.

취지 성명

본 법안을 제정하는 취지는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을
인상하여 다음 활동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1) 폐암을 비롯한 각종 암, 심장 혈관병, 폐기종, 각종
담배 관련 질환 관련 의학 지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캘리포니아주 지역 생물 의학, 전염병학, 행동학, 보건
서비스와 각종 연구의 장려금 및 대출금을 조성한다.
(2) 폐암을 비롯한 각종 암, 심장 혈관병, 폐기종, 각종
담배 관련 질환의 예방, 조기 진단, 처치, 보완 처치, 가능한
치료 방법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데 주력하는 생물 의학,
전염병학, 행동학, 보건 서비스, 각종 연구 관련 시설을
캘리포니아주에 조성하고 인력과 장비를 구축한다.
(3) 캘리포니아주의 담배 이용을 줄이고 아동의 중독을
예방하는 노력을 강화한다.
제3항. 희망 2010: 캘리포니아주 암연구 법안(HOPE
2010: California Cancer Research Act)
조세법 제2부 13편 2장에 제2.5조(제30130.50항부터
시작)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제2.5조. 희망 2010: 캘리포니아주 암연구 법안
(HOPE 2010: California Cancer Research Act)
30130.50. 희망 2010 암 연구 담배 물품세(HOPE 2010
Cancer Research Cigarette Excise Tax)
(a) 본 편(part)에 의거한 각종 과세 외에 본 항의
발효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된 첫 번째 사분기의

발의안 제29호 계속

첫날부터 공급되는 담배 1개당 50밀(5센트)을 별도의
물품세로 모든 담배 공급자에게 부과한다.
(b) (1) 판매, 이용 또는 소비용 담배를 보유 및 저장할
권한을 갖는 모든 대리점 및 도매상은 본 항의 발효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된 첫 번째 사분기의 첫날 오전 12:01부터
자신이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소유 또는 통제하는 담배에
대하여 본 편에 의거한 각종 과세 외에 1개당 50밀(5센트)
의 재고세를 납부해야 한다.
(2) 모든 대리점 및 도매상은 본 항의 발효일로부터 180
일 이상 경과된 첫 번째 사분기의 첫날 이전에 주
조세형평위원회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본 항의 발효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된 첫 번째 사분기의
첫날 오전 12:01 당시 자신이 소유 또는 통제하는 담배의
숫자를 명시한 위원회 지정 양식이어야 한다. 보고서에는
과세액을 계산 및 표기해야 한다.
(c) 여타 법률 조항과 무관하게, 희망: 2010 암 연구법
(HOPE: 2010 Cancer Research Act)에 따라 신설된 세금과
이에 따른 세입(이자 소득 포함)은 본 법안이 사전 지정한
목적만을 위한 신탁 기금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행정법 제
2권 4부 2편 1장(16300항부터 시작)에 명시된 일반기금의
일부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
16조 8항 및 시행 법령에 따른 일반기금 수입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30130.51. 정의
본 조항에서:
(a) "담배"는 제30003항에 명시(2009년 1월 1일 독회)
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b) "담배 제품"에는 모든 형태의 궐련, 흡연용 담배,
씹는 담배, 코담배 그리고 담뱃잎으로 만들었거나 담뱃잎
성분을 50퍼센트 이상 포함하는 각종 물품 또는 제품이
포함되나 담배 자체는 이 정의에서 제외된다.
30130.52. 담배 소비 및 세입에 미치는 영향
(a) 주 조세형평위원회는 본 법안의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년 본 조항에 따른 추가 과세
그리고 이로 인하여 제30123(b)항에 규정된 담배 제품
부과 세금의 증가가 캘리포니아주의 담배 및 담배 제품
소비에 미친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주 조세형평위원회가
본 조항에 의거한 추가 과세 또는 제30123(b)항에서 정한
담배 제품 과세 증가의 직접적 결과로 소비가 감소했다고
판단하는 한, 주 조세형평위원회는 소비 감소가 제30122
항(1988년 11월 8일 주 총선거에서 유권자가 승인한
발의안 제99호)에 근거한 담배 및 담배제품 부가세 기금
(Cigarette and Tobacco Products Surtax Fund), 제30461.6
호에 근거한 유방암기금(Breast Cancer Fund), 제30131항
(1998년 11월 3일 주 총선거에서 유권자가 승인한 발의안
제10호)에 근거한 캘리포니아주 아동 및 가정 신탁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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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fornia Children and Families Trust Fund) 그리고 제
30101항에 근거한 일반기금 배분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b) 회계 감사관은 본 조항에 근거한 추가 과세와
직결되는 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캘리포니아주
암연구 생명과학 혁신 신탁기금(California Cancer
Research Life Sciences Innovation Trust Fund)으로부터
담배 및 담배 제품 부가세 기금, 유방암기금, 캘리포니아주
아동 및 가정 신탁기금 그리고 일반기금으로 기금을
이전해야 한다.
30130.53. 희망2010기금(HOPE 2010 Fund)
(a) 이에 따라 주 재무부(State Treasury) 산하에
캘리포니아주 암연구 생명과학 혁신 신탁기금과 당 기금
내 희망 2010 연구기금(Hope 2010 Research Fund), 희망
2010 시설기금(Hope 2010 Facilities Fund), 희망2010
흡연예방 및 금연기금(Hope 2010 Tobacco Prevention
and Cessation Fund), 희망 2010 사법기금(Hope 2010
Law Enforcement Fund) 및 희망 2010 위원회구좌(HOPE
2010 Committee Account)를 조성한다.
(b) 여타 법률 조항과 무관하게, 캘리포니아주
암연구생명과학혁신신탁기금과 모든 기금 그리고 해당
기금의 하위기금 또는 하위구좌는 본 법안의 제정 목적에
의해서만 조성되는 신탁 기금들이다.
(c) 캘리포니아주 또는 주 공무원이 본 법안에 따라
수령하는 물품세 및 재고세 세입은 캘리포니아주 암연구
생명과학 혁신 신탁기금에 예치해야 한다.
(d) 캘리포니아주 암연구 생명과학 혁신 신탁기금에
예치한 세입은 다음과 같이 예치 및 배분한다:
(1) 60퍼센트는 폐암을 비롯한 각종 암, 심장 혈관병,
폐기종, 관상 동맥성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만성 폐쇄성
폐 질환 등 각종 담배 관련 질환의 예방, 조기 진단, 처치,
보완 처치, 가능한 치료법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는
장려금 및 대출금 명목으로 희망 2010 연구기금(HOPE
2010 Research Fund)에 예치한다. 객관성, 일관성 및
우수성이 보장된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전문가 평가 과정을
거쳐 판단한 과학적 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장려금 및
대출금을 지원한다. 기관 제휴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유자격 연구자에게는 본 법안의 기금 수혜를 위한 동등한
접근성 및 경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본 프로그램의
장려금 수혜자 선정 전문가 평가 과정은 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장려금 수여 과정을 모범
사례로 삼아야 한다.
(2) 15퍼센트는 폐암을 비롯한 각종 암, 심장 혈관병,
폐기종, 각종 담배 관련 질환의 예방, 조기 진단, 처치,
보완 처치, 재활 및 가능한 치료 방법 발견 및 개선에
주력하는 심층적 생물 의학, 전염병학, 행동학, 보건
서비스 및 각종 연구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그 필요성 및
적합성을 인정하는 건물, 건물 임차 및 자본 설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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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장려금 및 대출금 명목으로 희망
2010 시설기금(HOPE 2010 Facilities Fund)에 예치한다.
본 법안에 명시된 대로 위원회의 권한 하에 잉여금을
전용할 수 있다.
(3) 20퍼센트는 광범위한 흡연 예방 및 통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희망 2010 흡연예방 및 금연기금(HOPE
2010 Tobacco Prevention and Cessation Fund)에 예치하고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A) 희망 2010 흡연예방 및 금연기금 중 80퍼센트는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04375항 첫
부분에 명시된 담배 통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
공중보건부 담배 통제 프로그램(State Department of
Public Health Tobacco Control Program)에 배분한다.
(B) 희망 2010 흡연예방 및 금연기금 중 20퍼센트는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04420항 첫
부분에 명시된 대로 주 교육부(State Department of
Education)의 흡연 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에 배분한다.
(4) 3퍼센트는 담배 밀수, 담배세 탈세, 담배 제품 위조,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제품의 불법 판매를 줄이고 법적처분
조항을 강화하며 담배 관련 법령에 대한 사법 교육 및 기술
보조 활동을 실시하려는 사법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희망 2010 사법기금(HOPE 2010 Law Enforcement Fund)
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예치하고 배분한다.
(A) 희망 2010 사법기금 중 40퍼센트는 비과세 담배,
담배 제품의 밀수와 위조 그리고 적절한 허가를 받지 않은
담배와 각종 담배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과 같이 담배
및 각종 담배 제품의 공급과 소매를 규제하는 법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주 조세형평위원회에
배분한다.
(B) 희망 2010 사법기금 중 40퍼센트는 지방 사법
기관이 적적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장려금 지원,
미성년자에 대한 불법적인 담배 판매에 관한 주 및 지방법
강화에 필요한 기금 지원, 조사 활동 확대, 법규 준수 점검
그리고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
22952항에 따른 아동 담배이용 금지 강화(Stop Tobacco
Access to Kids Enforcement, STAKE)법과 같이 미성년자에
대한 불법적인 담배 제품 판매를 줄이는 데 유용한 각종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주 공중보건부에 배분한다.
(C) 희망 2010 사법기금 중 20퍼센트는 담배 밀수, 위조,
비과세 담배 판매, 적절한 허가를 받지 않은 담배 판매,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판매 등 담배 및 각종 담배 제품의
공급과 소매를 규제하는 법규 강화 그리고 담배 관련 법,
법적 판결 및 처분 강화 등의 활동에 사용되도록
법무장관에게 배분한다.
(5) 2퍼센트는 위원회 및 주 조세형평위원회가 본
법안을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 및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희망 2010 위원회구좌(HOPE 2010 Committee Account)
에 예치한다.
(e) 캘리포니아주 암연구 생명과학 혁신 신탁기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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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금의 각종 하위기금에 예치된 기금은 투자만을 위한
공동자금 투자구좌(Pooled Money Investment Account)에
둘 수 있으며, 발생 수익은 기금으로 예치하고 본 법안의
조항과 그 목표에 일치하는 부문에만 배분 및 지출해야
한다.
(f) 캘리포니아주 암연구 생명과학 혁신 신탁기금에
예치되는 기금과 더불어 본 기금 및 각종 하위기금으로
발생한 수익은 회계 연도와 무관하게 본 법안의 목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전용되며, 본 법안의 목적에 한해서만
사용 가능하다. 본 기금은 주의회 의원, 주지사 또는 재정
감독관이 다른 용도로 전용, 차용, 이전할 수 없으며,
어떠한 목적으로도 일반기금 또는 각종 기금으로 대여할
수 없다.
30130.54. 희망 2010 암연구 시민감독 위원회(HOPE

2010 Cancer Research Citizens Oversight Committee)
(a) 본 법안에 의거하여 주 정부 내에 희망 2010 암연구
시민감독 위원회(HOPE 2010 Cancer Research Citizens
Oversight Committee)를 구성한다. 본 법안에 언급된
"위원회"는 모두 희망 2010 암연구시민감독위원회를

지칭한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아홉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1) 다음 기준에 따라 주지사가 지명하는 4명:
(A) 캘리포니아주 대학 의료센터 관련 인사이며 심장
혈관병 예방, 치료 또는 연구를 전문 분야로 하는 개원의 1명.
(B) 국립암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 NCI)가
지명한 캘리포니아주 내 암센터 이사 중에서 선정된 3명.
각 이사는 암 치료 관련 지식 및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이사가 재임 중인 센터에 소속된 1명을 본인을
대신하여 위원회에 참석할 사람으로 지명할 수 있다.
(2) 캘리포니아주 정량적 생물의학 연구소(California
Institute for Quantitative Biomedical Research)에 소속된
캘리포니아 주 대학교 각 캠퍼스 학장. 각 학장은 정량적
생물 의학 관련 지식 및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학장이
재임 중인 캠퍼스에 소속된 1명을 본인을 대신하여
위원회에 참석할 사람으로 지명할 수 있다.
(3) 담배 관련 질환을 전문 분야로 하는 캘리포니아주
또는 전국 질병 변호 그룹의 캘리포니아주 대표자 중에서
선발하여 주 공중보건 담당자(State Public Health Officer)
가 지명한 2명. 이 중 1명 이상은 담배 관련 질환을 치료해
온 인사여야 한다.
(4) 미국, 캘리포니아주 또는 모든 지방 정부의 각종 법
조항 하에 로비스트로 등록해야 하는 인사는 위원회에
지명할 수 없다. 위원회 구성원이 각종 정부 기관에
로비스트로 등록될 경우 위원직을 사임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인사의 자리는 로비스트 등록 날짜부터 공석으로
간주한다.
(5) 여타 법률 조항과 무관하게, 담배 제품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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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공급 또는 판매에 관련된 각종 기업과 사업 주체의
임직원, 독립적 계약직 사원, 장려금 수혜자 혹은 과거 2
년간 그러한 기업과 사업 주체로부터 각종 장려금을
받거나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은 자는 위원회 구성원
또는 위원회 구성원이 지명하는 대리 참석자가 될 수 없다.
(6) 지명된 구성원의 임기는 본 법안 발효일부터
시작하여 4년으로 한다. 단, 주지사가 최초 지명한 2명과
주 공중보건 담당자가 지명한 1명의 임기는 2년이며, 본
법안 발효일로부터 2년 후 만료된다.
(7) 법안 (a)항 (4)절에 명시된 공석을 제외하고, 임기가
정해진 구성원은 후임자가 선정될 때까지 계속 재임해야
한다. 임기 내에 공석이 발생할 경우 지명 주체는 공석
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잔여 임기 동안 재임할 후임자를
지명해야 한다.
(b) 구성원은 매년 투표를 통해 위원회 의장 직무를
수행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각종
직무를 수행할 1인을 구성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c) 공무원이거나 공적 기관 소속 직원을 제외하고
위원회 공식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회 구성원에게는 하루
백(100) 달러를 지급하고 일반 법이 인정하는 수준의
통상적 일반 비용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 공무원이거나
공적 기관 소속인 위원회 구성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 직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d) 위원회에게는 다음 권한 일체를 부여한다:
(1) 캘리포니아주 암연구생명과학혁신신탁기금과 그
하위기금 및 하위구좌의 운영을 감독하고 본 법안에 의해
조성된 신탁기금의 수탁자 역할을 수행한다.
(2)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7조 4항에 따른 공무가 면제될
대표이사(chief executive officer, CEO)를 지명한다.
대표이사는 법에 따라 기금 운용 및 위원회게 부여된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임명할 권한을 갖는다. 단, 여타
법률 조항과 무관하게, 담배 제품의 제조, 마케팅, 공급
또는 판매에 관련된 각종 기업과 사업 주체의 임직원,
독립적 계약직 사원, 장려금 수혜자 혹은 과거 2년간
그러한 기업과 사업 주체로부터 각종 장려금을 받거나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은 자는 위원회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3) 캘리포니아주 암연구 생명과학 혁신 신탁기금 내
하위기금 및 하위구좌를 마련하고 본 법안의 시행에
필요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하위기금 및 하위구좌에
기금 내의 자금을 배분한다.
(4) 연구, 시설 및 환자 치료를 위한 장려금 및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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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검토 및 수여 절차를 제정한다.
(5)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위원회 및 자문 조직을 조성 및 지명한다.
(6) 법안 시행에 필요한 연간 예산을 비롯하여 기금에
대한 연 단위 및 장기 전략적 연구 및 재무 계획을 수립한다.
(7) 대출금 및 장려금의 수여. 승인된 연구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대출금 및 장려금의 취소 또는 무효화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기금 운용에 대한 연례 재무
감사를 준비할 감사를 고용한다.
(8) 위원회 활동 및 기금에 대한 공공 보고서를 연 1회
이상 발행한다.
(9) 위원회가 기금을 지원하는 연구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관련 정책을 수립하며, 이는 캘리포니아주
대학교의 방침과 일치해야 한다.
(10) 기금 및 직원 운용에 대한 규정과 지침을 수립한다.
(11) 희망 2010 시설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위원회가 기금에 잉여금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희망 2010 연구기금, 희망2010흡연예방 및 금연기금
또는 희망 2010 사법기금으로 위원회가 결정한 규모 및
기간에 한해 전용 가능하다.
(12) 주 조세형평위원회에 본 법안에 요구되는 서비스
비용을 상환한다.
(13) 행정법 제19990항에 따라 본 절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채택하며, 여기에는 모든 임직원에게 그 요건을
고지하는 조항이 포함된다:
다음 행위는 위원회 구성원 또는 임직원의 직무와 부합,
양립, 일치하지 않는다.
(A) 주 또는 위원회의 신망 또는 영향력을 임직원 본인
또는 타인의 사적 이득이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B) 주 정부의 시간, 시설, 장치 또는 물품 자원을 사적
이득이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C) 주 정부에 고용된 신분으로 이용 가능한 기밀
정보를 사적 이득이나 편의를 위하여 사용, 접근하거나
이러한 정보 수신이 허가되지 않은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D) 주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주 정부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각종 대가를
받거나 수락하는 행위.
(E) 본인이 차후 공무원 신분으로 해당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통제, 조사, 감사하거나 집행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도 주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의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F)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주거나 공무원의
자격으로 수행한 공적 활동에 보상할 의도였음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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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임명 기관과 각종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인 자 혹은 본인의 임명 기관에 의해
활동을 규제 받거나 통제 받는 자로부터 금전, 각종 서비스,
선물, 호의, 오락, 환대, 대출, 각종 유가물을 포함한 선물을
직간접적으로 받거나 수락하는 행위.
(G) 여타 법, 규칙 또는 규정에 의거하여 주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근무 시간에 온전한 시간,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14) 본 발의안의 취지를 수행하고 위원회의 절차를
관할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행정법 제2권 3부 1편 3.5장 6조(11340항으로 시작)))
의 조항에 따라 규정 및 규제를 승인, 수정 및 무효화한다.
(15) 위원회의 능력, 권한 및 관할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그 필요성 및 적합성이 인정되는 각종 활동을 수행한다.
(e) 회의
위원회 및 이를 통해 구성된 모든 소위원회 및 자문
조직은 행정법 제11121항에 명시된 "주 조직(state body)"
이며 위원회, 소위원회 및 자문 조직의 모든 회의는
바글리-킨 회의 공개법(Bagley-Keene Open Meeting Act(
행정법 제2권 3부 1편 1장 9조 (11120항으로 시작)))을
따라야 한다.
(f) 기록
위원회의 모든 기록은 캘리포니아주 공공기록물법
(California Public Records Act(행정법 제1권 7부 3.5장 1
조(6250항으로 시작)))이 지정하는 공적 기록으로
취급해야 하며 오직 본 발의안에 따라 공개를 보류할 수
있다.
(g) 이해 관계 상충
(1) 여타 법률 조항과 무관하게, 위원회 구성원, 위원회
구성원이 지명한 대리 참석자 혹은 위원회가 고용한
임직원이 장려금, 대출금, 각종 기금의 신청자, 신청 주체,
제안 주체와 직간접으로 재정적 이해 관계에 있을 경우
장려금, 대출금, 기타 기금의 신청이나 제안과 관련된
평가, 검토, 추천 또는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만약 해당
인사가 기금 신청이나 제안과 관련하여 재정적 이해
관계에 있을 경우 이해 관계 공개 후의 첫 번째 회의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해야 한다.
상충하는 여타 법률 조항과 무관하게, 재정적 이해 관계
공개 및 자격 박탈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다른 방식으로
장려금, 대출금, 각종 기금의 신청을 심사하고 조치할 수
있다.
(2) 위원회 구성원 또는 위원회 구성원이 지명한 대리
참석자, 그 직원, 계약자 또는 장려금 수혜자는 담배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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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처리, 공급, 마케팅 또는 각종 담배 산업 활동에
연관된 개인이나 사업 주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거나
고용될 수 없다.
(3) 본 법안의 어떤 내용도 위원회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정치개혁법(Political Reform Act(행정법 제9권
(81000)항으로 시작)))의 적용을 제한하지 않는다.
(h) 연례 공개 보고서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 수여되었거나 진행 중인 장려금,
연구 성과, 향후 프로그램 방향을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연례 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연례 보고서에는 연구,
시설, 치료 장려금 건수와 금액, 위원회/기금/주
조세형평위원회 행정비 지출 내역, 연구 결과 요약을
포함해야 한다.
(i) 독립 재무 감사
위원회는 매년 자격을 갖춘 공공 회계 법인에 위원회
활동에 대한 독립 재무 감사를 의뢰해야 한다. 위원회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종 법인은 감사 서비스 의뢰
대상에서 제외한다. 감사 결과는 회계 감사관에게
전달하고, 회계 감사관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연례 공공 보고서를 발행 해야 한다.
(j) 행정 비용 한도
본 법안을 통해 발생한 연간 수익의 2퍼센트까지 본
법안의 일반 행정비로 사용할 수 있다. 회계 감사관은
위원회 및 감사 기관에 허용되는 일반 행정비 항목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연례 감사에는 위원회,
기금 및 주 조세형평위원회의 일반 행정비에 대한 감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30130.55. 처벌
(a) 위원회의 모든 임직원 그리고 본 법안이 지정한
대로 신탁기금을 수령, 보관, 양도 또는 지출할 책임이
부여된 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주 교도소에 2, 3
또는 4년간 수감될 수 있으며 주정부의 어떠한 공직도
맡을 수 없다:
(1) 자신 또는 타인이 사용할 의도로 법적 권한을 벗어나
기금 혹은 그 일부를 전용할 경우.
(2) 이익 창출 또는 법적 권한을 벗어난 각종 목적에
사용하고자 기금 혹은 그 일부를 대출하는 경우.
(3) 의도적으로 허위 구좌를 유지하거나 기금 구좌나
각종 관련 구좌의 내용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4) 편취 목적으로 각종 구좌를 변조, 위조, 은닉, 멸실
또는 삭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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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인이 관할하는 각종 공적 자금을 지급 받고자
유자격 기관이 기금 인출에 필요한 어음, 환 또는 보증서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지급을 거부 또는
누락하는 행위.
(6) 법에 따라 요청된 기금 양도를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행위.
(7) 법에서 정한 직무 하에 본인이 수령한 각종 기금을
합법적 수혜 권한을 가진 자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 또는 거부하는 행위.
(b) 본 항에 사용된 "공적 자금"에는 본 법안이 명시하는
대로 신탁 기금 및 위원회가 승인한 대출금 또는
장려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포함된다.
30130.56. 법률 참조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본 법안 내의 모든 참조는 2009
년 12월 31일 당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제4항.

분리 가능성

본 법안의 조항 또는 그 일부가 어떠한 이유로든 무효
또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결이 날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은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며
이를 위해 본 법안의 조항을 분리할 수 있다.
제5항.

상충되는 법안

(a) 유권자 취지에 따라 본 법안과 다른 담배 과세 관련
법안이 동일한 주 선거용지에 수록될 경우 다른 법안(들)
의 조항이 본 법안과 상충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유권자가 본 법안을 승인할 경우, 다른 담배 과세 관련
법안이 유권자 다수의 찬성으로 승인되었더라도 본 법안은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
(b) 본 법안이 유권자에 의해 승인되었지만 법에 따라
동일 선거 표결을 통해 유권자의 승인을 받은 다른 상충
법안으로 대체되었고 향후 그 상충 법안이 무효화될 경우,
본 법안이 즉시 시행되며 완전한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제6항.

수정

(a)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본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2조 10항 (c)가 규정하는 방식으로 유권자에 의해서만
수정이 가능하다.
(b) 세칙 (a) 조항과 무관하게, 본 법안 발효일로부터 15
년 경과 후 위원회는 구성원 중 다수의 찬성에 의하여
주의회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주의회는 법률안의 목적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각 의회의
의사록 등재자 호명 투표에서 구성원의 2/3가 찬성할 경우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조세법 제30130.54항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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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활자체와 오디오로 제작된 유권자 안내서
주총무장관은 시각 장애인을 위해 공식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대형 활자체와
오디오 포맷으로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힌디어, 일본어, 크메르어, 한국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베트남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식 유권자 정보 안내서의 대형 활자체 또는 오디오 카세트 버전을 주문하시려면,
저희 웹사이트 www.sos.ca.gov/elections/elections_vig_altformats.htm 을 방문하거나
주총무장관의 유권자 무료 핫라인 (866) 575-1558 로 전화하십시오.

다운로드 가능한 오디오 MP3 버전의 공식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원하시면
www.voterguide.sos.ca.gov/audio 를 방문하십시오.

유권자 등록
귀하는 유권자 등록 정보를 갱신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 주소가 바뀌거나 우편 주소가
변경되거나, 개명을 하거나 지지 정당을 변경 또는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유권자 등록 내용을
갱신해야 합니다. 2012년 5월 21일 이후에 새 주소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전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은 간단하고 또 무료입니다. 등록 양식은 온라인, 대부분의 우체국과 도서관, 시 및
카운티 정부 청사,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주총무장관실에서 제공합니다. www.sos.ca.gov/elections
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양식을 이용하면 그 어느 때보다 쉽게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로 등록하려면 미국 시민권자 겸 캘리포니아 주민이어야 하고,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교도소 또는 카운티 구치소에서 복역 중이거나(‘하급’ 중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주립 교도소에 복역 중이거나 구치소에 1년 이상 수감) 중죄 판결 후 가석방, 석방 후
지역사회 감독, 보호관찰 중이 아니어야 하고, 법원에서 정신적 무능력자라는 판결을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주 및 연방 유권자 신원 확인 요건
대개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 유권자들은 투표 전에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편 등록 후 첫 투표에서 운전면허증 번호나 캘리포니아 주 신분증 번호, 혹은 등록
카드에 적힌 사회보장번호 마지막 4자리를 기입하지 않은 경우, 투표소에 들어갈 때
신분증명서를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 갈 때 신분증을 가지고
가거나 우편 투표용지를 발송할 때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음은 허용되는
30여 가지 신분증 종류 가운데 일부입니다. 주총무장관실 웹사이트를 방문해
www.sos.ca.gov/elections/elections_regs.htm 에서 '미국선거지원법(HAVA) 신원 확인 기준'
을 확인하십시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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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또는 주에서 발급한 ID카드
여권
사원증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
•
•
•

군 신분증
학생증
헬스클럽 회원증
보험 ID 카드

유권자 권리장전
1. 귀하가 유효한 등록 유권자인 경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등록 유권자란 이 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미국 시민으로서 중범죄
판결에 따른 수감 또는 가석방 상태가
아니고 현 거주지 주소로 등록된
유권자를 말합니다.
2. 귀하의 이름이 투표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임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귀하는 투표 마감 전에 투표소에
도착하여 대기줄에 설 경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귀하에게는 위협 또는 협박을 받지 않고
비밀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5. 귀하에게는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에 잘못 기표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새로운 투표 용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
언제든지 잘못 기표한 용지를 새로운
용지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우편
투표자 역시 선거 당일 투표 마감 전에
잘못 기표한 본인의 투표 용지를 선거
관리원에게 반환하고 새로운 투표
용지를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6. 귀하에게는 타인의 도움 없이 투표가
불가능한 경우 투표와 관련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기표한 우편 투표 용지는 카운티 내 어떤
선거구로든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해당 선거구의 주민들에게 충분한
수요가 있을 경우 귀하에게는 다른
언어로 번역된 선거 자료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9. 귀하에게는 선거 절차에 대해 질문하고
선거 과정을 감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에게는 선거구 위원회 및 선거
관리원에게 선거 절차를 문의하여
답변을 듣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연결되어 답변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위원회 또는 선거 관리원은 연속적인
질문 때문에 공무 집행에 방해 받을 경우
질문에 대한 응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0. 귀하에게는 불법 또는 부정 선거 행위를
지역 선거 관리원 또는 주총무장관
사무실로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 권리 중 어느 하나라도 침해 받았다고 여겨지거나
부정 선거 또는 위법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주총무장관 유권자 핫라인
(866)575-1558으로 알려 주십시오. 이 핫라인은 수신자 부담 전화이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선거 관리인은 투표 절차에 관한 공식 정보(예: 투표소 위치, 투표 용지에 표시될 안건 및 후보자)
를 발송하기 위하여 귀하의 유권자 등록 진술서상의 정보를 활용합니다. 유권자 등록 정보의 상업적
이용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유권자 정보는 주총무장관의 결정에 따라
공직 후보자, 표결법안위원회 또는 각종 선거, 학계, 언론, 정치, 정부 관련 인사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귀하의 유권자 등록 카드상 운전면허 및 사회 보장 번호 또는 유권자
서명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유권자 정보 이용에 관한 질문이 있거나 해당 정보의 오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신고하려는 경우 주총무장관의 유권자 핫라인 (866) 575-1558으로 연락하십시오.
어떤 유권자가 생명을 위협 받는 상황에 처한 경우 기밀 유권자의 자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총무장관 가정 안전(Secretary of State’s Safe at Home) 프로그램 수신자 부담 전화 (877)322-5227
로 문의하거나 주총무장관 웹사이트 www.sos.ca.gov에서 확인하십시오.

유권자 권리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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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대통령

예비
선거

www.voterguide.sos.ca.gov
아래 언어로 된 유권자 정보 지침의
사본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해당 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실로 연락하거나 다음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공식 유권자 정보 지침
아래 날짜를 기억하십시오!
2012년6월5일 화요일
투표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English
(800) 345-VOTE (8683)
Español/Spanish
(800) 232-VOTA (8682)
/Chinese
(800) 339-2857
/Hindi
(888) 345-2692
/Japanese
(800) 339-2865
/Khmer
(888) 345-4917
/Korean
(866) 575-1558
Tagalog
(800) 339-2957
/Thai
(855) 345-3933
/Vietnamese (800) 339-8163
(800) 833-8683
TDD

2012년5월21일 월요일
유권자 등록 마감일

캘리포니아주는 선거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각 유권자 가구에 본 지침을 1부만
발송합니다.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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