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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특정한 주택 지원 프로그램에 기금을 조성하는  
채권 발행 승인. 입법부 발의 법안.1

요약 입법부에 의한 투표용지 상정
저소득 주민, 재향군인, 농장근로자, 조립식 주택 및 이동식 주택, 공터, 
교통 지향형 주택에 대한 기존의 어포더블 주택 프로그램에 $40억의 
일반채권 발행 승인. 재정적 영향: 향후 35년에 걸쳐서 매년 평균 $1억 
7,000만의 채권 상환을 위한 주 부담 비용 증가.

반대 발의안 1은 주택 
프로그램을 위해  

(채권 판매를 통해) $40억을 
차입하도록 주 정부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수 백만 명이 
California 주에 전입하여 일어난 
주택 부족 현상은 보다 포괄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합니다. 올해  
초 효과가 미미안 해결책(Senate 
Bill 827)이 기존 지역사회에 해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접근법이 있습니다.

찬성 발의안 1에 찬성하면 
재향 군인, 근로 가족, 

노인, 장애인 및 California의 
심각한 주택 위기 사태로 인해 
노숙자 문제를 경험한 California
인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데 
찬성합니다. 발의안 1은 세금을 
인상하지 않습니다! 재향 군인, 
해비타트 운동, California 노인회
(Congress of CA Seniors), 가정 
폭력 피해자 연합이 모두 이에 
동의합니다. 발의안 1에 
찬성하십시오.

주장

아니오 이 법안에 대한 
반대표가 갖는 

의미: 재향 군인 및 서민 주택 기금 
마련을 위해 주 정부가 $40억의 
일반 보증 채권을 판매하지 
못합니다.

예 이 법안에 대한 찬성표가 갖는 
의미: 주 정부가 일반 의무 

채권에서 $40억을 판매해 재향 
군인 및 서민주택 기금의 마련을 
허용합니다.

귀하의 투표가 갖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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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입법부에 의한 투표용지 상정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택 자금을 제공해 주는 ‘집이 최고 프로그램’ 
(No Place Like Home Program)의 기금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정신건강 서비스법’(Mental Health Services Act)의 개정. ‘집이 최고 
프로그램’(No Place Like Home Program)을 설치하는 기존 법의 인준. 
재정적 영향: 최대 $20억을 상환하기 위한 카운티 정신건강 기금 중에서, 주 
정부가 매년 최대 $1억 4,000만을 채권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됨. 이 
채권은 집이 없으면서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택 자금을 제공하게 됨.

아니오 이 법안에 대한 
반대표가 갖는 

의미: 정신 질환을 가진 노숙자의 
주택 자금 지불을 위해, 정신 건강 
기금을 할애할 수 있는 카운티의 
권한이 향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이 법안에 대한 찬성표가 갖는 
의미: 정신 질환을 가진 

노숙자의 주택 자금 지불을 위해, 
카운티가 보유하는 정신 건강 
기금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투표가 갖는 의미

발의안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존의 주택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 발행 승인. 입법부 발의 법안. 2

주장

반대 치료 지원 없이 중증도 
정신 질환을 가진 이들을 

위한 주택 건설에 최대 $56억에 
달하는 비용을 채권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보다 많은 노숙자를 
낳을 뿐입니다. 작년, 입법부에서 
카운티가 금전 차용 없이도 주택을 
위한 MHSA자금의 사용을 
허가했기 때문에 이 발의안은 
불필요합니다.

찬성 발의안 2에 
찬성하십시오: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숙자들을 
위한 지원 주택 및 치료를 
제공합니다. 발의안 2는 세금을 
인상하지 않습니다. 이는 길거리로 
내쳐진 사람들이 종합 정신 건강 
서비스 및 중독 치료를 받도록 
도움을 줍니다. 노숙자 옹호자,  
사회 근로자, 의사 및 긴급 
구조원들은 이에 동의합니다: 
발의안 2에 찬성하십시오.

찬성
David Koenig
(916) 974-9411 
info@vetsandaffordablehousingact.org
Vetsandaffordablehousingact.org

반대
Gary Wesley
Mountain View, CA

추가 정보

반대
Gigi R. Crowder
NAMI Contra Costa
550 Patterson Blvd.
Pleasant Hill, CA
(510) 990-2670
gigi@namicontracosta.org
www.namicontracosta.org

추가 정보

찬성
David Koenig
(916) 974-9411
info@CAyesonprop2.org
CAyesonprop2.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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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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청원서명에 의한 투표용지 상정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88억 7,700만의 주 일반채권 발행 
승인. 재정적 영향: 40년에 걸쳐 연평균 $4억 3,000만의 채권 상환을 
위한 주 정부 부담 비용 증가. 지방정부의 물 관련 프로젝트를 위해 향후 
수십 년에 걸쳐서 매년 평균 수 억 달러 절약.

반대 발의안 3은 수많은 
조직에게 돈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핵심이 되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용할  
수 있는 물 한 방울도 새로이 만들어 
내지 않습니다. 채권 이자 상환은 
채권 보유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두 배로 인상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 투표하십시오.

찬성 발의안 3에 
찬성하십시오  

California를 위해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깨끗한 물을 
확보하십시오. 발의안 3에  
찬성하면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고, 
불안한 댐을 수리하며, 가뭄에 
대비하고, 바다, 만, 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폭우를 모아 후처리  
또는 재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발의안 3에 찬성하면 사람, 농장  
및 환경을 위해 물을 제공합니다. 

주장

아니오 이 법안에 대한 
반대표가 갖는 

의미: 주 정부가 $89억의 일반 
보증 채권 매도를 통해 다양한 물  
및 환경 프로젝트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이 법안에 대한 찬성표가 갖는 
의미: 주 정부가 $89억의 일반 

보증 채권매도를 통해 다양한 물 및 
환경 프로젝트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귀하의 투표가 갖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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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청원서명에 의한 투표용지 상정
자격이 되는 아동 병원의 건설, 증축, 개축, 장비 조달을 위해 제공될 
지원금을 조성하기 위한 $15억의 채권 발행 승인. 이 채권은 주의 
일반기금으로부터 상환하게 됨. 재정적 영향: 향후 35년에 걸쳐서 매년 
평균 $8,000만의 채권 상환을 위한 주 부담 비용 증가.

아니오 이 법안에 대한 
반대표가 갖는 

의미: 위의 목적을 위해 주 정부가 
일반 보증 채권으로 $15억을 
매도할 수 없도록 합니다.

예이 법안에 대한 찬성표가 갖는 
의미: 주 정부가 어린이들을 

치료하는 특정 병원의 건설, 확장, 
개선 및 시설 마련을 위해 일반 보증 
채권으로 $15억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귀하의 투표가 갖는 의미

발의안 아동의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병원 건설에 기금을  
제공하는 채권 승인. 주민 발의 법안.4

주장

반대 발의안 4는 주 정부가  
이자와 함께 변제해야 

하는 채권을 팔아서 “비영리” 
소아병원의 건축 및 확장을  
위해 $15억을 차입할 권리를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보아야 하고 California의 
진료결과 개선방법을 도모해야 
합니다.

찬성 California 어린이 
병원들은 각 가정의 

치료비 지불 여부와 관계없이 암, 
겸상 적혈구, 장기이식 등 2백만 
명이 넘는 어린이에게 특수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혈병 
소아 환자 85%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발의안 4는 의료역량을 
향상시키고, 최신기술을 제공하며, 
소아의료 연구를 발전시켜 더 많은 
아이들을 치료합니다.

찬성
Jerry Meral
P.O. Box 1103
Inverness, CA 94937
(415) 717-8412
jerrymeral@gmail.com

반대
John F. Takeuchi
Central Solano 시민/납세자 그룹
P.O. Box 3532
Fairfield, CA 94533
(707) 422-4491
taksan@comcast.net
www.thetaxwatchers.org

추가 정보

반대
Gary Wesley
Mountain View, CA

추가 정보

찬성
아동 병원을 위해 찬성하세요 
발의안 4에 찬성

YesOnProposition4.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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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특정한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 과세 기준을 대체 부동산으로 
이전하는 요건의 변경. 주민 발의 헌법 개정 및 법안.5

요약 청원서명에 의한 투표용지 상정
55세가 넘은 주택 소유자, 장애가 심한 주택 소유주, 그리고 오염이 
되었거나 재난으로 파괴된 부동산에 대한 일정한 이전 요건을 삭제. 재정적 
영향: 학교들과 지방정부들은 각각 초기에 재산세 세수에서 연간 $1억 
이상을 손해보게 되며, 그 규모가 매년 약 $10억으로 상승하게 됨. 학교의 
재산세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주의 비용이 유사한 규모로 증가됨.

반대 발의안 5는 새 주택을 
짓거나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이들의 주택 구매를  
돕지 않습니다. 이 California 
주민을 위한 세금우대 조치를 
마련하고 기업의 부동산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공립학교, 소방서, 
경찰서, 의료 및 기타 서비스의 
지방수익 중 최대 $10억을 
절감합니다. NoProp5.com

찬성 발의안 5는 현재 노인
(55세+) 및 중증장애를 

가진 California 주민에게 상처를 
주는 “주거이동 벌금”을 없앱니다. 
찬성하면 노인 및 중증 장애우가  
새 주거지를 구매해도 이에 대한 
재산세 벌금을 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찬성하면 노인/중증 
장애우가 가족과 가까운 주거지를 
옮기거나 보다 실용적이고 안전한 
집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주장

아니오 이 법안에 대한 
반대표가 갖는 

의미: 55세 이상(또는 기타 적격한) 
특정 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으로 
이사 시 재산세를 절약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합니다.

예이 법안에 대한 찬성표가  
갖는 의미: 모든 55세 이상 

(또는 기타 적격한) 주택 소유주가 
다른 주택으로 이사 시 재산세를 
절약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귀하의 투표가 갖는 의미

빠른 참조 안내서

요약 청원서명에 의한 투표용지 상정
도로 수리와 대중교통을 위해 지정된 2017년 교통법상의 세금과 
수수료를 폐지. 재정적 영향: 주로, 고속도로 및 도로의 유지보수 및 수리, 
그리고 교통 프로그램으로 지급하게 될 주의 연료세와 차량세로부터 오는 
현재의 $51억 세수가 줄어듬.

아니오 이 법안에 대한 
반대표가 갖는 

의미: 입법부에서 최근 통과시킨 
연료 및 차량세를 무효화시킬 수 
있으며, 고속도로, 도로 유지보수 및 
수리는 물론, 교통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을 지불합니다. 입법부는 향후 
신규 또는 상향조정된 주 연료세 및 
차량세 승인을 위해 다수의 유권자 
표를 받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예이 법안에 대한 찬성표가 갖는 
의미: 입법부에서 최근 

통과시킨 연료 및 차량세를 
무효화시킬 수 있으며, 고속도로, 
도로 유지보수 및 수리는 물론, 교통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입법부는 향후 신규 또는 
상향조정된 주 연료세 및 차량세 
승인을 위해 다수의 유권자 표를 
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투표가 갖는 의미

발의안 일정한 도로 수리 및 교통 기금 폐지. 일정한 연료세와 차량 수수료는 
유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요건화함. 주민발의 헌법 개정.6

주장

반대 California 전문 소방관, 
고속도로 순찰대 협회 

(Association of Highway 
Patrolmen), 미국 토목 학회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및 응급 의료요원들은 
다리와 도로의 안전을 고려해 
발의안 6에 반대합니다. 발의안 6은 
지방 교통기금에서 연간 $50억을 
절감하며, California 전 지역의 
공동체에서 수천 개의 도로안전, 
혼잡완화 및 교통개선 프로젝트의 
진행을 중단시킵니다. 
www.NoProp6.com

찬성 6에 찬성하면 기름 
비용을 즉시 절감할 수 

있습니다. California 주민은 높은 
물가와 고군분투 중입니다. 발의안 
6에 찬성 투표를 하면 불공평한 
가스 및 차량 역진세 인상을 
폐지하고 향후 추가적인 인상은 
유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발의안 6에 찬성 투표를 하여 기름 
비용을 절감하십시오!

찬성
Cary Davidson
발의안 5 찬성 위원회
515 S. Figueroa Street, 
#1110
Los Angeles, CA 90071
(888) 384-8467
info@propertytaxfairness.com
voteyesonprop5.com

반대
발의안 5에 반대
1510 J Street, Suite 210
Sacramento, CA 95814
(916) 443-7817
info@NoProp5.com
NoProp5.com

추가 정보

반대
발의안 6에 반대: 다리 및 도로안전 
위협을 막으십시오.

1121 L Street, Suite 910
Sacramento, CA 95814
(800) 958-1194
info@NoProp6.com
www.NoProp6.com

추가 정보

찬성
유권자 의견을 대변하게 하십시오—
발의안 6에 찬성하십시오
www.GiveVotersA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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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CALIFORNIA 서머타임제를 연방법에 맞춤. 입법부가  
서머타임 기간을 변경할 수 있게 함. 입법부 발의 법안.7

요약 입법부에 의한 투표용지 상정
입법부가 3분의 2 찬성으로 서머타임 기간을 변경할 수 있게 허용함.  
단, 연방법에 부합할 것을 조건으로 함. 재정적 영향: 서머타임제에 대한 
변경은 입법부의 미래의 조치와 잠정적으로는 연방정부에 달려 있으므로, 
이 법안은 직접적 재정적 영향이 없음.

반대 발의안 7은 연방정부의 
승인에 따라 영구적으로 

서머 타임제를 허용합니다. 
여름에는 저녁에도 날이 밝을  
수 있지만, 겨울에는 오전 시간이 
보다 긴 시간 동안 어둡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어둠 속에서 학교에 
가게 됩니다.

찬성 발의안 7은 의료연구원 
및 경제학자가 학생, 

노동자 및 노인의 건강과 생산성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연 2회의 
시간 변경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발의안 7에 찬성하면 어린이를 
보호하고 작업장과 도로를  
안전하게 유지합니다.

주장

아니오 이 법안에 대한 
반대표가 갖는 

의미: California는 현 서머 타임제 
시간을 유지합니다.

예이 법안에 대한 찬성표가 갖는 
의미: 3분의 2의 표를 받은 

입법부가 연방 정부가 허용하는  
한 서머 타임제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입법 변경이 없을 시, 
California는 현재 서버 타임제 
기간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3월 
초부터 11월 초).

귀하의 투표가 갖는 의미

빠른 참조 안내서

요약 청원서명에 의한 투표용지 상정
부과 금액이 제한을 초과할 경우 리베이트와 벌금을 부과. 주에 매년 
보고할 의무 부과. 클리닉이 지급 자금원을 근거로 환자 치료를 거절하는 
것을 금지. 재정적 영향: 적은 수준의 수천 만 달러의 순 긍정적 
영향에서부터 수천 만 달러의 순 부정적 영향에 이르기까지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미치는 전체적 연간 영향 있음.

아니오 이 법안에 대한 
반대표가 갖는 

의미: 신장투석 병원은 공식에 의해 
수익제한을 적용받지 않아도 되며, 
환급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이 법안에 대한 찬성표가 갖는 
의미: 신장투석 병원들이 

공식에 의해 수익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투석치료 비용을 부담하는  
이(기본적으로 의료보험 회사)에게 
환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투표가 갖는 의미

발의안 외래 환자 신장 투석 진료소가 투석 치료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금액을 규제. 주민 발의 법안.8

주장

반대 발의안 8는 California의  
수많은 투석 병원의 문을 

닫게 할 것으로, 수천 명의 간호사, 
의사, 환자, California American 
간호사 협회, California 의료  
협회 및 CA 응급 의료 의사  
협회 (American College of 
Emergency Physicians of CA)가 
반대하며, 위험할 정도로 치료 
접근성을 저하하고, 취약한  
투석 환자을 위험에 처하게  
하며, California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반대에 투표하십시오.  
www.NoProp8.com

찬성 투석은 생명을 살리는 
치료법이지만, 이로부터 

수익을 내는 대규모 투석회사는 
기본위생 및 환자진료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습니다. 발의안 8에 
찬성하면 고품질 환자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를 지원하고 
California 주민을 위한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막습니다. California 
민주당, 재향 군인, 의료지지자  
및 종교지도자가 찬성합니다: 
www.YesOn8.com

찬성
발의안 7에 찬성하십시오
YesProp7@gmail.com
www.YesProp7.info

반대
Hannah-Beth Jackson 상원의원

추가 정보

반대
발의안 8에 반대하십시오 : 위험한 
신장 투석 발의안을 막으십시오

(888) 663-9997
info@NoProp8.com
www.NoProp8.com

추가 정보

찬성
Suzanne Jimenez
발의안 8에 찬성하십시오
777 S. Figueroa Street,  
Ste. 4050
Los Angeles, CA 90017
(888) 501-8119
info@YesOn8.com
www.YesOn8.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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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청원서명에 의한 투표용지 상정
현재, 도시와 다른 지방 관할권이 주택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임차료 통제 정책 범위에 제한을 두는 주법 폐지. 재정적 영향: 장기적으로, 
매년 수천 만 달러의 주 정부와 지방정부의 순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지역사회의 조치에 따라, 수입 손실은 적어질 수도 있고 상당히 
많아질 수도 있음.

아니오 이 법안에 대한 
반대표가 갖는 

의미: 주 정부 법이 도시 및 
카운티가 적용하는 임대료 통제법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예이 이 법안에 대한 찬성표가 
갖는 의미: 주 정부 법이 도시 

및 카운티가 적용하는 임대료 
통제법을 제한할 수 없게 됩니다.

귀하의 투표가 갖는 의미

발의안 주거용 부동산에대한 임차규제 제정을 위해 지방정부의  
권환 확대. 주민 발의 법안.10

주장

반대 발의안 10은 주택문제를 
완화하지 않고 

악화시키게 됩니다. 저렴한 주택을 
지지하는 이는 발의안 10이 
임차인과 주택소유자에게 좋지 
않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이는 1인 
가정에 적용되는 규제를 허용하고, 
임대료와 더불어 추가적인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하여 관료가 주택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발의안 
10에 반대하십시오!

발의안 10은 지방 
지역사회의 임대료 

통제를 확립하고, 임대사업자가 
인상할 수 있는 임대료에 공정한 
연간한도를 둠으로써 권한을 
복구합니다. 이는 거주민들이 
내쳐지거나 노숙자가 되지 않고 
집에서 거주할 수 있게 합니다. 
발의안 10은 세입자를 보호합니다. 
지지자: CALIFORNIA 민주당, 
California 간호사 협회, California 
교사 협회, ACLU of California, 
California 주택, 퇴거 방어망 
(Eviction Defense Network), 
SEIU, 국가 도시 리그 (National 
Urban League), 남부 
캘리포니아의 남부 기독교 리더십 
회의 (Southern Christian 
Leadership Conference of 
Southern California).

발의안 9는 California 대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2018년 7월 18일에 투표 

용지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찬성
발의안 10에 반대하십시오— 
주택문제를 악화시키는 결함이 
있는 발의안입니다.

(530) 586-4940
info@Prop10Flaws.com
www.Prop10Flaws.com

추가 정보

찬성
발의안 10에 찬성하십시오—
저렴한 주택을 위한 연대

(424) 307-5278
team@VoteYesOnProp10.org
www.VoteYesOnProp10.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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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민간 부문 구급차 직원들에게 업무 중 휴식시간에도 대기 할  
의무를 부과. 일정한 고용주 책임 폐지. 주민 발의 법안.11

요약 청원서명에 의한 투표용지 상정
시간제 근로자는 대기 의무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는 법을 민간부문 
구급차 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재정적 영향: 잠정적으로, 지방정부에게 
매년 수천 만 달러의 재정적 이익(비용 감소와 수입 증가의 형태로)이 될 
수 있음.

반대 발의안 11에 반대하는 
주장이 제출된 바 

없습니다.
찬성 California는 재해를 

너무나 자주 겪습니다. 
발의안 11에 찬성하면 응급치료 및 
응급의료인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휴식 시간 동안 재충전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FEMA 표준 및 의무적인 
정신 건강 지원 보장을 충족하는 
재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비상 상황에는 불과 몇 초의  
시간이 생과 사를 가릅니다. 
발의안 11에 찬성하십시오!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주장

아니오 이 법안에 대한 
반대표가 갖는 

의미: 사설 구급차 회사는 본 업계 
노동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법은 
사설 구급차 회사가 응급 치료 및 
긴급 의료인의 근무 외 식사 및 휴식 
시간을 911 호출을 이유로 중단할 
수 없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이 법안에 대한 찬성표가 갖는 
의미: 사설 구급차 회사들이 

응급 의료기술자 (EMT)와 응급 
의료인이 911 호출에 응하기 위해 
식사 및 휴식 중 근무를 계속하는 현 
관행을 계속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설 구급차 회사는 911 호출로 
중지된 식사 및 휴식 일정을 
재조정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투표가 갖는 의미

빠른 참조 안내서

요약 청원서명에 의한 투표용지 상정
일정한 농장 동물들의 가두기에 대한 최소 요건 설정. 부적합한 방법으로 
가둔 동물들로부터 나오는 고기와 달걀 등의 생산품 판매 금지. 재정적 
영향: 농장업으로부터 나오는 주의 소득세 수입이 줄어들 수 있으나, 연간 
수백 만 달러를 초과할 가능성은 적음. 이 법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주가 
연간 $1,000만까지 부담해야 함.

아니오 이 법안에 대한 
반대표가 갖는 

의미: 달걀을 낳는 암닭, 번식용 
돼지 및 식용 송아지의 현 최소 공간 
요건을 계속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공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는 현재 
California에서 판매되는 달걀에 
대한 현 제한이 여전히 유효한 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예이 법안에 대한 찬성표가 갖는 의미: 
달걀을 낳는 암탉, 번식용 돼지 및 

식용 송아지에게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농부에게 새로운 
최소 요구사항을 적용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방식으로 집에서 키우는 계란 또는 
날 돼지고기 또는 송아지 고기를 
생산하는 California 회사들은 
판매를 금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투표가 갖는 의미

발의안 특정한 종장 동물들의 가두기에 대한 새로운 기준 설정  
및 부적합 생산품의 판매 금지. 주민 발의 법안.12

주장

반대 계란 산업에 대한 이 
충격적인 배신은 동물과 

유권자를 모두 배신합니다. 
California 주민은 이미 2015
년까지 우리 사용을 금지하도록 
투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잔인한 
법안은 최소한 2022년까지 우리 
사용을 합법화합니다! 현재 암탉 
우리의 공간은 고작 1평방 피트에 
불과합니다. 발의안 12에 반대하여 
농장에서 자행되는 동물학대에 
반대하십시오.  
www.StopTheRottenEggInitiative.org

찬성 작은 우리 안에 아기 
송아지, 어미 돼지 또는 

산란용 닭을 가두는 것은 잔인한 
일입니다. 이렇게 고통받는 
동물들로 만든 제품은 또한 식품 
안전을 위협합니다. 발의안 12에 
찬성하는 지지자: 거의 500여명의 
Californnia 수의사, ASPCA, 미국 
동물 애호 협회, California 가족 
농부들과 동물 보호소, 식품 안전 
센터 근무자.

찬성
비상 대비 및 안전을 위한 
California인들

2350 Kerner Boulevard,
Suite 250
San Rafael, CA 94901
(916) 836-4301
info@YESon11.org
www.YESon11.org

반대
연락처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정보

반대
Bradley Miller
Californians Against Cruelty, 
Cages, and Fraud

P.O. Box 3577
San Rafael, CA 94912
(855) NO CAGES (662-2437)
INFO@NoOnProposition12.org
www.NoOnProposition12.org

추가 정보

찬성
Crystal Moreland
Prevent Cruelty California 
Coalition

119 North Fairfax Ave. #613
Los Angeles, CA 90036
(323) 937-0600
info@preventcrueltyca.com
preventcrueltyca.com

fatim
Resaltado
Zip code was corr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