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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물공급 및 수질, 분수계, 어류, 야생생물, 송수, 지하수  
지속가능성 및 저장을 위한 프로젝트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 발행 승인. 주민 발의 법안.3

★  발의안 3에 찬성하는 주장  ★

★  발의안 3의 찬성 주장에 대한 반박  ★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깨끗한 물 공급 확보”가 지지자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제안에 사용된 비용은 단 한 방울의 물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새로운 물은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이는 바로 저지대에 내리는 비와 
산맥에 쌓인 눈입니다. 비와 눈 녹은 물을 모아 저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요 강에 적절히 설치한 댐입니다. 발의안 3은 나의 댐에만 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현존하는 댐에 점차 유사(돌과 흙)가 쌓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댐은 점점 더 적은 양의 물만을 저장할 것이며, 무너지면 
위험하며, 유사를 제거할 시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부 노후된 
댐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철거되었습니다. 발의안 3은 댐 하나의  
유사만 제거할 수 있는 비용을 제공합니다. 법안의 다른 내용은 특히  
유사 제거를 위한 기금 사용을 금지하는데, 이는 물 저장이라는 목적을 

보았을 때, 매우 비상식적인 제한 사항입니다. 
발의안 3은 California의 주요 문제 중 하나인 만성적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현혹되지 마십시오. 물론 이 법안으로는 
어떤 것도 이룩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특별한 목적 때문에 
많은 돈을 모으고자 하는 계획일 뿐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우리, 자녀부터 손자, 손녀까지도 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JANET S. ROBERTS, 회장
Central Solano Citizen/Taxpayer Group 

ROBERT D. JARVIS, 부회장
Central Solano Citizen/Taxpayer Group 

MURRAY T. BASS, 회원
Central Solano Citizen/Taxpayer Group 

발의안 3은 다음을 통해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유치해야 한다는 California의 긴급하고, 중요한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 장기간 가뭄 대비 개선
•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공동체 주민 등 수 백 만 명의 California 

주민에게 안전한 식수 제공
• 저장 및 사용할 수 있는 산지 계류수의 양 증대
• 농작물 관개용 현 운하 수리
• Oroville 및 기타 댐을 수리해 주민을 안전히 보호하고 더 많은 물 

비축
• 지하수, 강, 호수 및 시내 수질 개선
• 산업 및 조경을 위해 정제수 사용
우리는 계속하여 물 보존, 재활용, 운하, 파이프라인 및 물 저장 시설에 
대한 투자를 이어감으로 미래 물 공급을 확보해야 합니다.
“California는 기후변화로 악화가 예상되는 다음 가뭄과 홍수에 
대비해야 합니다. 발의안 3은 California가 물 공급, 수질, 홍수  
변화에 대비하게 합니다. 본 법안은 물 보존 및 재활용에 투자합니다.” 
—Betty Andrews, 수자원 엔지니어
“발의안 3은 바다, 호수, 강, 개울의 수질을 개선하고, California의 
어류, 조류 및 야생동물들의 자연 거주지를 보호합니다.” 
—Professor Peter Moyle, 생물학자
“자연재해로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물 공급 시설 개선을 
통해, 발의안 3은 지진, 산불, 홍수, 산사태로부터 California 주민을 
보호합니다. 또한 어류 및 야생동물 거주지, 농장, 도시 및 레크레이션을 
위한 물 등 여러 이점을 제공합니다.”—David Guy, 북 California 
수자원 협회
“California는 안정적인 물 공급과 개선된 수질을 위해 모든  
수원을 사용해야 합니다.”—Charley Wilson, 남부 California 
수자원 연합체
“강, 호수, 만, 바다의 수질은 발의안 3을 통해 개선될 것입니다.”—
David Lewis, Save The Bay

“우리는 폭우시 빗물을 저장하여 물 공급에 사용하고, 쓰레기가 강과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 않게 막아야 합니다.”—Juliana Gonzalez, 
Ph.D., 수자원 플래너

“수역의 보호 및 복구는 물 공급 및 수질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Esther Feldman, Community Conservation Solutions

“홍수 및 침식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면서, 녹지 및 산길이 있다면 
개울과 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Ann Riley, Ph.D.,  
수자원 플래너
“본 법안은 신선한 과일, 쌀, 우유 및 기타 지역농작물을 계속  
먹을 수 있도록 지역 식품 공급을 보전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Carol Chandler, 복숭아 재배자
발의안 3은 수역의 품질을 개선하여 대규모 산불을 방지하고, 과거 
산불로 인한 피해로부터 복구하도록 도움줍니다.”—Barbara Balen, 
마운틴 카운티 수자원 협회
“California의 환경과 경제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California Chamber of 
Commerce, Bay Area Council, Ducks Unlimited, Silicon 
Valley Leadership Group, Natural Heritage Institute, and 
Valley Industry 및 Commerce Association 같은 환경 및 사업 
조직들이 발의안 3을 지지합니다.”—Alan Zaremberg, California 
Chamber of Commerce

“California의 야생동물과 공동체는 질 좋은 청정수에 달려 있습니다. 
발의안 3은 오염된 수역청소와 숲과 습지대 복구 및 어장과 수중 서식지 
개선을 통해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고 장기간의 가뭄에 대비합니다.”—
Collin O’Mara, 국립산불연방
지방 상수역은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기 때문에 
발의안 3을 지지합니다.
발의안 3에 찬성하십시오!

DYAN WHYTE, 수질 과학자
JANET SANTOS COBB
California Wildlife Foundation

ROBERTO RAMIREZ, 수자원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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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공급 및 수질, 분수계, 어류, 야생생물, 송수, 지하수  
지속가능성 및 저장을 위한 프로젝트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 발행 승인. 주민 발의 법안.

발의안

3
★  발의안 3에 반대하는 주장  ★

★  발의안 3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  ★

“발의안 3은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위한 기금을 제공하여 불우이웃을 
보호합니다. 발의안 3은 모든 Californian주민의 기본적인 물에  
대한 인권을 보다 더 잘 보장할 수 있게 합니다.”— Susana de Anda, 
Community Water Center
채권은 우리가 집을 살 때 융자금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학교, 병원, 
깨끗한 물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California의 채권 등급은 수년 동안 
강세였습니다. 바로 지금이 투자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발의안 3으로 Oroville 댐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산과 시골 지역의 수역을 복구하면 물 저장량 및 생산 수질을 개선하게 
됩니다. 이는 폭우를 저장할 수 있는 핵심지로, 빗물은 저장하지 않으면 
잃게 됩니다. 시골 자치주민부터 시민까지 모든 거주민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Cindy Montanez, TreePeople

“신선한 과일과 야채, 우유, 와인, 수백 종의 다른 작물까지 California
의 풍성한 농작물은 안정적이고 균형잡힌 지표면과 지하수 공급에 달려 
있습니다. 발의안 3은 물 공급을 보장하는 동시에 환경을 보호합니다.”—
Joy Sterling, Iron Horse Vineyards
발의안 3은 3백만 명의 가족, 농부, California 어류 및 야생동물에게 
충분한 물을 제공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다음 가뭄은 분명 더 심해질 것입니다. 발의안 3은 세금 
인상 없이도 California가 가뭄에 대비할 수 있게 합니다.
“발의안 3은 매우 필요한 수자원 프로젝트를 구축 및 이행함으로써 
California 전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냅니다.”—Bill Whitney, 
Contra Costa State Building and Construction Trades 
Council
발의안 3은 수역을 복구하고 화재 위험을 줄입니다.
“우리는 California가 얼마나 가뭄에 취약한 지 알고 있습니다. 
채권은 물 공급 보호와 야생동물 거주지 복구를 위한 빈틈없는 투자가 
되어줍니다.”— Dianne Feinstein 상원의원
발의안 3에 찬성하십시오!

PHIL ANGELIDES, 전임 California 주 재무 책임자
HOWARD PENN
Planning and Conservation League

JEANNE PINCHA-TULLEY, 소방서장

발의안 3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6월 투표용지에서 유사한 설명이 담긴 물에 관련된 법안을 
보았습니다. 사실 1996년 이후 물 문제를 위해 비용을 투자한다는 
8건의 주 채권 법안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비용의 총 액수는 
290억 달러입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이뤄야 할까요? 이것이 아닌 그 어떤 다른 것도 더 많은 
물을 확보하지 못 합니다. 
California는 사막 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와 산에서 눈이 녹아 생긴 
물을 저장하는 댐이 없으면 Central Valley의 넓은 농작지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도시의 현 인구수 또한 줄어들 것입니다.
수십 년 간의 가뭄에도 불구하고 $290억의 비용 중 댐 신축에 사용된 
비용은 없습니다. 거의 재앙에 가까웠던 작년 북가주의 Oroville 댐은 주 
정부가 현존하는 댐조차 관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였습니다.
California가 얻는 귀중한 빗물을 저장하는 프로젝트 대신 공무원은 
특혜를 받고 수백만 달러를 공원, 등산 트레일, 야생동물(Sacramento 
박쥐 물고기 등)과 같이 물 부족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에 쏟아 
붓습니다. 저희 강들의 물 중 절반이 곧바로 태평양으로 흘러갑니다.
정치인들은 물 보존에 진지하게 임한다는 점을 증명하려고 하였고, 물-
폐수 단속을 도시들에게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0년 말, 
우리는 실내용으로 주민 1인당 하루 55갤런으로 물 사용량을 제한하게 
될 것입니다. 심각성을 알리려는 듯, 해당 사용 허가량은 2030년에  
50갤런으로 줄어듭니다. 나무와 조경은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여러분의 마당에 식물을 기르지 않아 이 문제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면 San Joaquin Valley의 I-5에 방문해보십시오. 
농부들이 나무 및 경작물을 살릴 물조차 없는 엄청난 면적의 황무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는 농장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마련된 수자원 정책과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근시안적인 기준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발의안 3의 지지자들은 $89억을 어떻게 소비할까요? 과거와 꽤 
유사합니다.
여러분은 세부 사항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는 바, 이는 
신축 댐을 위해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40억 이상—거의 절반이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불우이웃”을 위해 쓰입니다.
중요한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대형 컴퓨터를 통해 계산한 결과 채권 이자만 보았을 때 해당 금액은 
대출 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총 금액의 거의 2배라고 합니다. 즉, $89억 
달러에 달하는 “대출”의 상환을 위해서는 주, 다시 말하면 납세자가 약 
$173억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40년 동안 연평균 약  
$4억 3,300만에 달합니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치인들이 $90억을 쓰면서 물 한방울 이루지 못한 일을 다시 보고 
싶으십니까? 그 비용이 우리 주머니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발의안 3에 반대하십시오!

JANET S. ROBERTS, 회장
Central Solano Citizen/Taxpayer Group

ROBERT D. JARVIS, 부회장
Central Solano Citizen/Taxpayer Group

MURRAY T. BASS, 회원
Central Solano Citizen/Taxpayer Grou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