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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연락처 추가 정보 연락처

요약 의회에 의해 표결에 부쳐진 법안요약 의회에 의해 표결에 부쳐진 법안

찬반론 찬반론

찬반 투표의 의미 찬반 투표의 의미

찬성
Coalition for Veterans Housing
777 S. Figueroa St., Suite 4050
Los Angeles, CA 90017
(213) 346-0400
info@yesonprop41forvets.org
www.yesonprop41forvets.org

반대
Gary Wesley
gary.wesley@yahoo.com

찬성
Peter Scheer
First Amendment Coalition
534 Fourth St. #B
San Rafael, CA 94901
(415) 460-5060
pscheer@firstamendmentcoalition.org
www.cnpa.com/prop42

반대
Gary Wesley
gary.wesley@yahoo.com

발의안 제42호는 
California 주 공공 

기록물 관리법 및 지역 회의 
공개법을 준수하는 데 따르는 
비용을 관련 지방 정부에 
부과하기 위해 California 주 
헌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발의안과는 별개로 해당 
비용을 주 정부에 부과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발의안 제42호는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중의 알 권리를 헌법에 
확실히 명시하는 것입니다. 
지방 기관은 비용을 이유로  
정보 공개 요구나 회의 
공개를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발의안 제42호에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

발의안 제41호는  
CalVet 주택 및 농업  

대출 프로그램에 사용할  
목적으로 2008년 유권자들이  
승인했던 공채 형태의 9억 
 달러중 6억 달러를 주정부가  
공채 판매를 통해 빌릴 수 
있도록 인가합니다. 이는 
이러한 기금의 전용이 현명한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발의안 제41호, 2014
년 재향군인 주택  

공급 및 노숙 방지법은 이전에 
승인되었으나 사용되지 않은  
공채 기금 6억 달러를 
California 주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노숙 재향군인을 위한 
주택을 건설 및 복구하는데 
사용하도록 용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으로 세금을 
올리지 않고 노숙 또는 
노숙에 가까운 생활을 하는 
재향군인들을 위한 저렴한 
임시 주택이 건설됩니다.

본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의 의미: 

주는 지역 정부 정보 공개에 
대한 비용을 지역 정부에 
지불해야 합니다.

본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의 의미: 주는 

지역 정부 정보의 공개를 명시한  
주 법을 따르는 데 부과되는 
비용을 지역 정부에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의 의미: 주는 

저소득층 및 노숙 재향군인들을 
위한 저렴한 공동주택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6억 달러의 일반 
공채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본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의 의미: 

주는 저소득층 및 노숙 
재향군인들을 위한 저렴한 
공동주택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6억 달러의 일반 공채를 
판매하게 됩니다.

지방 정부는 지방 정부 기관의 회의 내용 및 공직자 기록을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명시한 법률 준수. 법률 준수에 
필요한 비용 변상 요건 삭제. 재정적 영향: 주 정부가 지방 
정부에 제공하는 연 수천만 달러의 지급금 삭감. 향후 지방 
정부의 연간 지출이 수천만 달러씩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노숙자 구제를 위한 저렴한 다세대 지원 주택과 재향군인 
및 그 가족을 위한 저렴한 임시 주택, 임대 주택 또는 관련 
시설 마련을 위하여 6억 달러의 일반공채 발행 권한 부여.  
재정적 영향: 15년간 주 공채 비용이 연 평균 약 5천만 달러 
정도로 증가.

공공 기록. 공개 회의. 지방 기관에 대한 주 
정부의 비용 배상. 입법부 헌법 수정안.

발의안2014 재향군인 주택 공급 및 노숙자 방지를 
위한 공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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