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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특정한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 과세 기준을  
대체 부동산으로 이전하는 요건의 변경.  
주민 발의 헌법 개정 및 법안.5

★  발의안 5에 찬성하는 주장  ★

★  발의안 5의 찬성 주장에 대한 반박  ★
발의안 5는 저소득 노인 대부분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않지만 기금을 
조달하는 기업들에게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발의안 5를 뒤에서 후원하는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이들은 거짓말로 
노인들에게 겁을 주려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인 및 심각한 장애가 
있는 납세자들은 이사할 때 이미 과세 감면을 받습니다. 발의안  
5는 다릅니다—이것은 계속 더 크고 비싼 주택을 구매하는 55세  
이상 고소득자들에게 추가적으로 과세 감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부동산 업계가 노인 및 장애인들을 하수인 취급하여 더 비싼 
주택을 판매할 수 있습니까,” Congress of California Seniors  
의장 Gary Passmore는 말합니다. “노인들은 이미 ‘이사 패널티’
없이도 주택자산으로 은퇴할 수 있습니다. 지어낸 헛소리입니다. 발의안  
5에 반대하십시오!”
발의안 5는 소방, 의료 서비스, 및 우리의 학교들을 위협하는데 이것이 
시와 카운티가 최대 $10억을 소비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California 주민들은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데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노인, 장애인 및 가족들은 안전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됩니다. 이 법안을 뒤에서 후원하는 부동산 
업계에서 주택을 더욱 비싸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은퇴한 선생님으로서, 저는 담보 대출 상환과 저희 아이들을 돕지 못하고 
노후 자금을 잃을까 봐 걱정됩니다. 발의안 5는 저에게 아무 도움을 주지 
않으며, 그들은 도움을 준다는 얘기도 하면 안됩니다,” 은퇴한 초등학교 
선생님 Melinda Dart는 말합니다.
교사, 간호사, 소방관 및 주택과 노인 지지자들은 발의안 5를 반대하는데 
이 발의안은 사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5에 반대하십시오. 
NAN BRASMER, 의장
California Alliance for Retired Americans

HELEN L. HUTCHISON, 의장
League of Women Voters of California

TIM GAGE, 이전 상무
캘리포니아 재무부

발의안 5은 모든 노인(55세 이상) 및 심각한 장애가 있는 주민들에게 
패널티 없이 이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합니다. 
발의안 5, Property Tax Fairness Initiative는, 현행되는 “이사 
패널티”를 폐지하여 더 안전하고 현실적인 주택으로 옮기거나 가족과 
더 가까이 살고 싶어 이사하는 노인(55세 이상) 및 심각한 장애가 있는 
주민들을 보호합니다. 발의안 5는 만약 그들이 다른 자치주 또는 주에 
위치한 주택을 구매할 경우 받을 재산세 패널티를 제한합니다. 
발의안 5는 노인(55세 이상) 주민들 위해 이사에 대한 어려움을 
없애줍니다.
수 백만 명의 California 고령주민들은 그들의 생활에 맞지 않는 
주택에서 거주합니다—이는 너무 크거나, 계단이 너무 많거나 또는 가족 
및 사랑하는 이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주택입니다. 발의안 5에 따르면, 
고령 주택 소유자들은(55세 이상) 같은 주 안이라면 어디든 그들의 
주택의 현재 과세가치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발의안 5은 고정소득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를 돕습니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고정소득으로 생활하며, 흔히 연금 또는 
정부지원금으로 생활합니다. 발의안 5는 은퇴 교사, 소방관, 경찰 등 
은퇴자들이 그들의 기준 주택을 판매하고 California내 다른 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매하고 싶을 경우, 종종 납부해야 하는 부동산 과세가 
100%, 200%, 심지어 300%까지 증가하는 일을 없앱니다. 
발의안 5는 부동산 과세 기준 “이사 패널티”에 대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현재 California 법에서, 부동산 구입 시 부동산 과세는 부동산 가치의 
작은 퍼센티지로 제한됩니다. 이는 부동산의 “과세 기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매년 부동산 과세가 증가할 수 있는 금액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노인과 심각한 장애 있는 주민들은 흔히 고정 소득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큰 부동산 과세 증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약 

그들이 새 주택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상승한 주택 
가격으로 인해 그들의 “과세 기준”은 종종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발의안  
5는 이러한 California 주민들에게 더 낮고 공평한 과세 기준을 
유지하여 이 “이사 패널티”에 대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발의안 5는 발의안 13의 혜택을 연장하며, 과세 안정과 마음의 평안을 
제공합니다
발의안 5는 California의 주택 부족을 심화시키는 현존 “이사 패널티”
를 폐지합니다. 발의안 13(1978년)이 수 백만의 노인들이 과세 
납부로 주택을 잃는 것을 방지한 것처럼 이 발의안 5는 수 백만 명도 
더 도울 것입니다. 발의안 5는 주택 부족을 완화할 것이며 California
의 수 백만의 중산층 및 근로자층 가정에게 과세 안정과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줍니다.
발의안 5는 부적절한 주택에 갇힌 심각한 장애를 가진 주민을 돕습니다.
심각한 장애를 가진 많은 California 주민들은 안전하지 않거나 
실용적이지 못한 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그들이 다른 주에 위치한 새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면 부동산 과세가 급등하기 때문에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저렴한 주택으로 이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의안 5를 통해 심각한 장애를 가진 주택 소유자들은 “
이사 패널티” 없이 적합한 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됩니다. 
PENNY LILBURN, 전무
Highland Senior Center

KYLE MILES, 사령관
AMVETS Department of California

SUSAN CHANDLER, 의장
Californians for Disability Right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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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 과세 기준을  
대체 부동산으로 이전하는 요건의 변경.  

주민 발의 헌법 개정 및 법안.

발의안

5
★  발의안 5에 반대하는 주장  ★

★  발의안 5의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  ★

발의안 5는 이사를 고려하는 California 주민들에게 도움을 제공합니다 
발의안 5, 재산세 형평성을 위한 주민발의는, 현재 수백만 명의 노인 
(55세 이상) 및 심각한 장애를 가진 California 주민들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그들의 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주택에 갇혀 있는  
느낌을 주는 고통스러운 “이사 패널티”를 폐지합니다. 
발의안 5는 이러한 고령의 California 주민들에게 이 부동산 과세  
“이사 패널티”를 직면하지 않고 기존 주택을 판매하고 새로운 주요한 
거주지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합니다. 발의안 5는 절실히 필요한 
주택을 다른 가족들에게 확보하며 해당 대상에는 처음으로 주택  
구매하는 주민들과 세입자들도 포함됩니다. 
발의안 5는 주택 비용을 인상시키지 않습니다
이 발의에 있는 어떤 것도 주택 비용을 인상시키지 않습니다.
발의안 5는 공공 안전 기금을 빼앗지 않습니다.
이 발의에 있는 어떤 것도 소방서, 경찰, 및 보건 서비스에 대한 기금을 
빼앗지 않습니다.
발의안 5는 공립 학교의 기금을 빼앗지 않습니다.

이 발의에 있는 어떤 것도 공립 학교의 기금을 빼앗지 않습니다.
California의 수석 경제학자들은 발의안 5가 주 세입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주에서 수석 경제학자 2명이 수행한 발의안 5에 대한 경제적인 측면의 
검토 결과에 의하면, 결론적으로 노인, 심각한 장애 있는 주민 및 재해 
피해자에게 이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 위한 
기금 조달이 제공되며 세입을 증가시킨다고 발표됐습니다.
만약 노인들이 그들의 생활에 더 적합한 새 주요한 거주지로 이사하게 
되면(예를 들어 아이들이 이사한 후에 비용 절감하고 싶은 경우), 기존 
주택이 새 구매자들한테 판매될 때에 더 많은 세입을 창출합니다.
MARILYN MARKHAM, 임원
California Senior Advocates League
TOM CAMPBELL, Ph.D., 경제학 교수
MICHAEL C. GENEST, 이전 상무
캘리포니아 재무부

발의안 5에 반대하십시오.
발의안 5에 대한 반대는 한 가지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California의 
매우 심각한 가용 주택 부족 문제에 대해, 발의안 5는 아무 것도 해결하지 
않습니다. 
발의안 5가 불러오는 영향:
• 발의안 5는 주택비용을 더욱 인상시킵니다. 
• 발의안 5는 우리의 공립 학교에 수 억 달러 그리고 잠재적으로  

$10억의 지역 세입 손실이 이루어집니다. 
• 발의안 5의 비용으로 인해 소방, 경찰, 및 의료 서비스 포함한 지역 

서비스는 최대 $10억의 세입 손실이 이루어집니다. 
• 발의안 5는 부유한 California 주민들에게 거대한 과세 감면을 

제공합니다. 
• 발의안 5는 이 발의의 유일한 후원자인 부동산 업계에 거대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발의안 5가 효력을 갖지 않는 요소 때문에 
반대합니다.
• 이것은 새 주택을 건설하지 않습니다. 
• 이것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주민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 이것은 임대료를 줄이지 않습니다. 
• 이것은 노숙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주택 지지자들에게는 다음이 명백합니다. “발의안 5는 가용 주택에 대한 
문제를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고 현재 상황을 악화시킬 것입니다,”라고 
가용 주택의 수호자인 National Housing Law Project의 Shamus 
Roller는 말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더 작고 더 저렴한 집으로 이사한 고령 주택 소유자들은 
그들의 현 부동산 과세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더 크고 더 비싼 
집을 자식에게 남겨주는 것을 더 쉽게 만듭니다. 그들은 이것을 평생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발의안 13의 연장선입니다. 

하지만 발의안 5는 이 등식을 바꿉니다. 만약 통과된다면,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는 그들의 과세 감면을 이용하여 California에 있는 주택이 
어디든 계속 더 비싼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소득이 적은 
젊은 나이의 첫 주택 구매자들은 주택 가격 상승을 직면하고, 세입자들은 
주택 소유자가 되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초당파 California 입법 분석가는 발의안 5로 인해 지역에 엄청난 세입 
손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 교사, 및 간호사 
모두 발의안 5를 반대합니다. 이 발의로 인해 소방, 경찰의 보호, 및 의료 
서비스 등과 같은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들이 축소됩니다. 공립 학교 기금 
조달은 주로 지역 부동산 과세를 통해 얻습니다. 발의안 5는 우리의 공립 
학교에 지역 세입을 줄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지역 사회에 고통을 주는 산불 싸움에는 더 많은 
—더 적게가 아닌—지역 자원이 필요합니다. 발의안 5를 감당할 
형편이안됩니다,” California Professional Firefighters 의장 
Brian Rice는 말합니다.
발의안 5를 투표지에 올려 놓기 위해 냉소적으로 돈을 지불한 부동산 
이해관계자들은 일부 주택 소유자를 다른 이들과 반목관계에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그들의 이익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발의안 5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반대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www.noprop5.com을 방문하십시오. 
CAROL KIM, 임원
Middle Class Taxpayers Association

SHAMUS ROLLER, 전무
National Housing Law Project

GARY PASSMORE, 의장
Congress of California Seniors

fatim
Resaltado
Text was italiciz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