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fornia 주 전역의
직접 예비선거
2018년 6월 5일
화요일
선거
투표소는 선거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합니다!

★ ★ ★ ★ ★   

공식 유권자 정보 안내서

★ ★ ★ ★ ★

정확성 확인서

본인 Alex Padilla는 California 주 국무장관으로서, 여기에 수록된 법안들이
2018년 6월 5일 주 전역에서 열리는 예비선거에서 California 주의

유권자들에게 제출될 것이며, 법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2018년 3월 12일 California 주 Sacramento에서 서명 날인했습니다.

Alex Padilla, 주 국무장관

권리장전
유권자의

유권자에게는 다음의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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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유권자라면 투표할 수 있는 권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투표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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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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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fornia에 거주하고 있는 U.S. 시민권자
최소 연령 18세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등록되어 있을 것
현재 주 교도소나 연방 교도소에 있지
않거나, 중범죄 유죄 선고로 가석방
중이 아닐 것
현재, 투표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없다고
법원에 의해 판정되지 않았을 것

유권자 이름이 목록에 없더라도 등록된
유권자라면 투표할 수 있는 권리. 그럴 경우,
임시 투표용지를 이용해 투표하게 됩니다.
선거 공무원이 귀하가 투표할 자격이 있다고
결정하면 귀하의 투표를 산입하게 됩니다.
투표소가 닫히더라도 여전히 줄을 서 있다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
그 누구로부터라도 방해를 받거나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 없이도 비밀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
투표용지를 아직 던지지 않은 한, 실수를 했다면
새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허용되는 사항:
투표장소에서 선거 공무원에게
새 투표용지를 요구하는 행위.
선거사무소 또는 투표장소에서 우편
투표용지를 교환하거나 임시
투표용지를 이용하여 투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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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고용주 또는 노동조합 대표를 제외하고
누구로부터든 투표용지를 던지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권리.

California에 있는 어떤 투표소에서라도 작성한
우편 투표용지를 던질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선거구 있는 충분한 수의 사람들이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할 경우 그 언어로
된 선거자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선거 공무원에게 선거 절차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선거 과정을 시청할 수 있는 권리. 질문을 받는
사람이 유권자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답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에게 보내주어야
합니다. 유권자가 지장을 줄 경우, 선거 공무원은
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이거나 기만적인 선거행위를
선거공무원이나 주 국무장관실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
 웹사이트 www.sos.ca.gov에서
✆ 전화 (866) 575-1558으로
 이메일 elections@sos.ca.gov로

이들 중 어떠한 권리라도 거부를 당했다고 생각되시면, 주 국무장관의 수신자부담 비밀 유권자 직통전화
(866) 575-1558으로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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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fornia 헌법 제 XVI조의 조항에 따라
2017~2018 정기 의회(852장, 2017년 법령)의
상원 법안 5호로 상정된 이 법안을 주민에게
제출한다.

본 상정 법안은 공공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및 수자원법(Water Code)에 새 조항을
추가한다. 상정되는 추가 조항은 그것이 새로운
조항임을 표시하기 위해 이탤릭체로 인쇄된다.

상정된 법안

1항. 5096.611항이 공공자원법에 추가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떤
법에도
불구하고,
5096.611. 다른
5096.610항 (d)목에 따라 할당된 금액에서
5096.610항 (b)목의 목적으로 승인된 미발행
채권
이백오십오만칠천달러($2,557,000)와
5096.652항 (b)목 및 (c)목의 목적으로 승인된 미발행
채권 팔십만달러($800,000)는 45호(80000항으로
시작)의 목적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재할당되고,
45호에 따라 승인, 발행 및 배분되어야 한다.
2항. 75089.5항이 공공자원법에 추가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떤
법에도
불구하고,
75089.5. 다른
75063항 (a)목의 목적을 위해 승인된 미발행 채권
일천이백만달러($12,000,000), 75063항 (b)목의
목적으로 승인된 미발행 채권 삼십일만오천달러
($315,000) 및 75065항 (b)목의 목적으로 승인된
미발행 채권 사백삼십이만팔천달러($4,328,000)는
45호(80000항으로 시작)의 목적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재할당되고, 45호에 따라 승인, 발행 및
배분되어야 한다.
3항.
45호(Section
80000항으로
시작)가
공공자원법에 추가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5호. 2018년 CALIFORNIA 가뭄, 물, 공원,
기후, 해안 보호, 공중의 야외 활동 보장에 관한
법(CALIFORNIA DROUGHT, WATER, PARKS,
CLIMATE, COASTAL PROTECTION, AND
OUTDOOR ACCESS FOR ALL ACT OF 2018).

1장.

일반 조항

8000. 이 호는 2018년 California 가뭄, 물, 공원,
기후, 해안 보호, 공중의 야외 활동 보장에 관한
법으로 알려지거나 인용될 수 있다.
80001. (a) California
확인하고 선언한다.

주민은

다음

사항을

(1) California의 아름다운 강, 개천, 해안선과 기타
수로에서부터 연방, 주, 지방, 지역 공원 및 야외
환경과, 사람들을 자연 풍경과 연결하는 광대한
트레일 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California 주민은
이 주와 그 주민에게 제공되는 야외 경험의 풍부한
다양성을 소중하게 여긴다.

(2) 지역 공원에 대한 수요는 8대 1의 비율로 가용
기금을 초과했고, 도시 저소득 커뮤니티에서 특히 그
수요가 높다.

(3) 주 전역에 걸쳐 많은 California 주민들은 안전한
공원, 야생 생물, 트레일, 레크리에이션 지역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야외 활동 경험, 신체적 및
정서적 건강 개선, 운동, 이웃과의 접촉을 위한
기회를 제한 받고 있다.

(4) 공원과 레크리에이션 지역을 만들고 개선하고,
주변 마을에서 공원, 야생 생물,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트레일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대한 투자는, 모든 California 주민에게 운동과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한다.

(5) California 공중 보건 옹호 센터(California
Center for Public Health Advocacy)는 무활동과
비만이 California에 발생시키는 비용이, 비만 관련
질병으로 인해 증가된 의료 비용과 상실된 생산성으로
인해 매년 400억 달러($40,000,000,000)가
넘으며, 신체 활동을 어느 정도로만 늘려도 그 액수를
상당히 줄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도시 지역이나 자연
지역에서 자전거 타기와 산책을 위한 트레일이나
경로와 같은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는 신체
활동을 촉진하는 비용 효과적인 방법이다.
(6) 주립 공원, 야생 생물 및 생태 구역, 트레일, 자연
자원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와 도시 지역의 녹화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어, 도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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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미래 세대를 위한
California의 자연 자원을 보호할 것이다.

(7) California의
야외 레크리에이션 경제는
팔백칠십억 달러($87,000,000,000)에 상당하는
산업으로서 700,000개 이상의 일자리와 수십억
달러의 지방 및 주 세입을 제공한다.

(18) 호수, 강, 개천을 비롯한 주의 다양항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하는 것은 주의 수자원 미래를 위한
핵심적인 일로서 모든 California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한다.
(19) 이 호는 California 수자원 행동 계획(California
Water

Action

Plan)을 시행하기 위한 자금을

(8) California의 주, 지방 및 지역 공원 시스템의
기반 시설과 국립 공원 시스템의 기반 시설은
노화되고 있어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자본 투입이 필요하다.

제공한다.

(10) 관광은 California에서 성장하는 산업이며,
깊숙한 시골 지역에서는 여전한 경제적 동인이다.

(b) 이 호를 실행할 때 다음 사항 모두가 발생해야

(9) California 전역에 걸쳐 사회적으로 저소득
커뮤니티를 비롯한 수 많은 커뮤니티의 공원과
트레일 및 야외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역사적으로
저조했다.

(11) 변동이 심한 California의 물 사정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어렵게 한다. 최근 수 년간,
California는 기록을 시작한 이래 최악의 가뭄과 가장
습한 겨울을 동시에 경험했다.

(12) 장기적 가뭄, 격렬한 더위, 변하는 적설과
같은 극도의 날씨 변화는, 바로 지금 California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기후 충격이며, 이런 변화는 모든
California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한 물 공급 보호의
필요성을 증가시킨다.
(13) 모든 California 주민은 깨끗하고 안전하며
믿을 수 있는 음용수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14) California의 수자원 기반 시설은 계속해서
노화하며 악화되고 있다.

(15) 물의 보존과 재활용을 권장하는 것은
California 수자원의 미래를 개선하기 위해 취해야 할
상식적인 조치이다.

(16) 지역 정부 및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Groundwater
지하수
관리법(Sustainable
Management Act)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주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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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홍수는 커뮤니티와 기반 시설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

상정된 법안 내용

(20) 모든 California 주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하며

믿을 수 있는 음용수를 보장하고, 공급 용수의
오염과 중단을 방지하며, 미래의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고, 우리의 자녀와 미래 세대가 혜택을 누리며
향유하도록 자연 자원을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해
자연 자원과 공원을 보호, 복원, 강화하기 위한
정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한다는 것이 California 주민의 뜻이다.

(1) 이 호에 따른 공적 기금의 투자는 주 전체에서

공적 기금이 가장 필요한 곳에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이다.

(2) 이 호가 승인하는 기금의 배정과 지출에서

우선순위는 민간 기금, 연방 기금 또는 지역
기금을 활용하거나 가장 큰 공공 혜택을 가져오는
프로젝트에 주어질 것이다.

(3) 실행 가능한 정도까지, 이 호에 따라 자금을 받는

프로젝트는 그 프로젝트가 2018년 California 가뭄,
물, 공원, 기후, 해안 보호, 공중의 야외 활동 보장에
관한 법으로부터 기금을 받았음을 공공에게 알리는
표시를 할 것이다.
(4) 실행 가능한 정도까지, 도시 레크리에이션

프로젝트와 서식지 보호 혹은 복원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그램 지침을 개발할 때, 관리 조직은 도시
레크리에이션을 제공하고 자연 자원을 보호하거나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우호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권장된다. 또한, 해당 조직들은 이런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을 모을 수 있다.

(5) 실행 가능한 정도까지, 이 호에 따라 자금을 받는

프로젝트는 인력 교육 및 훈련, 계약업체, 저소득
커뮤니티을 위한 일자리 기회 등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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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행 가능한 정도까지, 이 호에 따른 기금의

우선순위는 요구되는 모든 허가와 자격을 획득했고,
필요한 경우, 동일 금액의 기금 투자를 약속 받은
지역 공원 프로젝트에 주어질 것이다.
(7) 실행 가능한 정도까지, 관리 조직은 이 호에 따른

자금을 받는 프로젝트와 연관된 온실 가스 배출 감소
및 탄소 격리를 측정해야 하거나 그 측정을 요구해야
한다.

(8) 실행 가능한 정도까지, 2017년 1월 12일자의

"대통령 각서--국립공원, 국유림, 기타 공유지와 공공

용수의 다양성 및 포괄성 촉진하기"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 호에 따른 기금을 받는 공공 기관들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일련의 행동을
고려할 것이다.
(A) 다양한 인구 집단, 특히 소수자, 저소득 및 장애인

인구와 종족 커뮤니티에 대한 적극적 봉사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일반 대중과 이들 커뮤니티 안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기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

(B) 새로운 환경, 야외 레크리에이션, 보존 관련

리더들을 멘토링하여 이 분야들을 망라하는 다양한
대표성을 제고함.

(C) 주, 지방, 종족, 민간 및 비영리 조직들과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맺어 다양한 인구 집단에 대한
접근을 확대함.

(D) 기존 프로그램의 개선책을 파악하고 실행하여

다양한 인구 집단, 특히 소수자, 저소득 및 장애인
인구와 종족 커뮤니티의 방문 및 접근을 제고함.

(E) 다양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적절한 소셜

미디어 전략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공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 전략에 다중 언어적이면서
문화적으로 적합한 자료의 사용을 확대함.

(F) 다양한 인구 집단이나 청소년층에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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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실행 가능한 정도까지, 이 호에 따른 보조금

제공의 우선순위는, 이 프로젝트에 따라 만들어진
공원과 관련하여 의도치 않게 주택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에 주거 이동을 방지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주어진다.
80002. 이 호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다음

용어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a) "위원회"는

80162항에

의해
만들어진
California 가뭄, 물, 공원, 기후, 해안 보호, 공중의
야외 활동 보장을 위한 재정위원회(California
Drought, Water, Parks, Climate, Coastal
Protection, and Outdoor Access For All Finance
Committee)이다.
(b) "커뮤니티 엑세스"는 특히 저소득 커뮤니티가

자연적 또는 문화적 자원, 커뮤니티 교육,
레크리에이션 시설에 최대한 안전하고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참여적 프로그램, 기술적 지원,
또는 시설을 의미한다.

(c) "사유지에서의 보존 조치"는 야생 생물과 그

서식지가 직면한 환경 변화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한 관리 및 자연 자원의 보호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토지 소유자와 함께 하는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이 조치는 해당 토지에 대한 보존 이익이나 수수료
이익의 획득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런 프로젝트들을
장기간에 걸쳐 열심히 관리하면, 활력있는 생태계가
복원되고 야생 생물 개체 수가 늘어나게 된다.

(d) "부(Department)"는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

(Department of Parks and Recreation)를 의미한다.

(e) "저소득 커뮤니티(Disadvantaged Community)"

는 가계 소득 중간 값이 주 전체 평균의 80% 미만인
커뮤니티를 의미한다.

(f) "기금"은 80032항에 의해 조성된 California

제공하는 조직, 도시 지역, 프로그램들과 새로운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청소년층의
참여와 이들에게 힘을 부여하는 일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적인 활동들을 개발하거나 확대함.

가뭄, 물, 공원, 기후, 해안 보호, 공중의 야외 활동
보장 기금(California Drought, Water, Parks,
Climate, Coastal Protection, and Outdoor Access
For All Fund)을 말한다.

가능성 파악하기.

인구를 가진 도시를 말한다.

(G) 다양한 인구 집단에 요원을 연결할 수 있는

(g) "과도하게 도시화된 시"는 300,000명 이상의
상정된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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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과도하게 도시화된 카운티"는 3,000,000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카운티를 말한다.

(i) "해설"은 자연적, 역사적 및 문화적 자원의
중요성과 가치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제고하고, 다중 언어, 디지털 정보, 박물학자나
기타 숙련된 전문가의 전문 지식 등의 교육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문자용 편의 시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j) "비영리 조직"은 California에서 사업을 할
자격을 갖추고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
501항(c)(3)에 따라 자격을 갖춘 비영리 법인을
의미한다.

(k) "보존"은 회복, 안정화, 복원, 보호, 개발, 재건
또는 이런 활동의 조합을 의미한다.

(l) "보호"는 사람, 토지 또는 자연적, 문화적, 역사적
자원에 대한 피해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공지의 이용을 개선하는 조치, 토지나 자연적,
문화적, 역사적 자원의 계속적인 사용과 향유를
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의미하며, 현장의 모니터링,
획득, 개발, 복원, 보존, 해설을 포함한다.

(m) "복원"은 물리적 구조물이나 시설의 개선을
의미하며, 자연 시스템과 풍경 특징의 경우, 침식
통제, 폭우 포집 및 저장, 폭우 오염을 줄이는 것, 침입
종의 통제 및 제거, 고유 종 정착시키기, 쓰레기와
잔해 제거, 계획된 소각, 연료 위험 저감, 기존의
자연 종이나 복원된 자연 종에 대한 위협 방어, 도로
제거, 개천, 강 또는 관리 자연 습지의 개선, 토지나
해안 또는 해양 자원의 자연 시스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기타 식물 및 야생 생물 서식지 개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복원은 또한 수자원법
79737항 (b)목에 기술되어 있는 활동을 포함한다.
복원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목적의 성공적인 실행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계획, 모니터링, 보고를 포함해야
한다.

(n) "심각한 저소득 커뮤니티"는 가계 소득 중간
값이 주 전체 평균의 60% 미만인 커뮤니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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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4. 이 호에 따른 보조금 프로그램에 할당된
기금의 5 퍼센트 이하는 그 프로그램의 관리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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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6. (a) (b)목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호에 의해 각 프로그램에 할당된 기금의 최대 10
퍼센트까지는, 이 프로그램에서 승인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설계, 선택, 실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
및 모니터링에 지출할 수 있다. 자본 지출 프로젝트
또는 보조금 프로젝트를 위해, 이 항은 연간 예산
법(annual Budget Act)에서 정의된 "예비 계획",
"시공도" 및 "건설"을 위해 기관이 보통 사용하는
기금을 달리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계획은 이 호에
따른 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프로젝트의 목적을
촉진할 환경 부지 정화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포함할
수 있다. 모니터링은 이 호에 따른 프로그램의 지출과
관련된 온실 가스 배출 저감과 탄소 격리의 측정을
포함한다.
(b) 자금을 관리하는 주 기관이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저소득 커뮤니티에
혜택을 주는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데 사용되는
기금은 할당된 기금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다.

80008. (a) (1) (2)절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호의 각 장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기금의 20 퍼센트
이상이 심각한 저소득 커뮤니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할당되어야 한다.
(2) 9장(80120항으로 시작) 및 10장(80130항으로
시작)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기금의 15퍼센트
이상이 심각한 저소득 커뮤니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할당되어야 한다.

(b) (1) (c)목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호의 각
장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기금의 최대 10퍼센트가
저소득 커뮤니티를 위한 기술 지원에 할당될 수 있다.
자금을 관리하는 기관은 저소득 커뮤니티를 위한
종합적인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2) 자금을 관리하는 주 기관이 추가 자금조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저소득 커뮤니티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기금은 할당된 기금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다.

(c) (1) 이 호의 각 장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기금의
최대 5퍼센트는, 주 일반 채무 채권법(State General
Obligation Bond Law)(정부법(Government Code)
제목 2의 4호 파트 3의 4장(16720항)으로 시작)에
따라 허락되는 정도까지, 또한 재무 이사의 동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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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커뮤니티
엑세스 프로젝트에 할당되어야 한다.

(A) 교통.

(B) 신체 활동 프로그램 만들기.
(C) 자원 해설.

(D) 다국어 번역.
(E) 자연 과학.

(F) 인력 개발 및 경력 경로.
(G) 교육.

(H) 물, 공원, 기후, 해안 보호 및 기타 야외 활동에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2) 이
목은 11.1장(80141항으로
시작)과
12장(80150항으로 시작)에 적용되지 않는다.

80010. 이 호에 따른 경쟁 방식 보조금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 기금을 받는 각 주 기관은 이 호에
따른 보조금을 지출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 (1) 프로젝트 권유 및 평가 지침 개발과 채택.
지침은 모니터링 및 보고 요건을 포함해야 하며,
수여될 보조금의 달러 금액에 대한 한도를 포함할 수
있다. 주 기관이 이 목의 요건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권유 및 평가 지침을 이전에 개발하고 채택한 경우,
그런 지침을 이용할 수 있다.

(2) 이 목에 따라 채택된 지침은 실행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 구성 요소를 포함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A) 물 공급의 효율적 사용 및 보존.
(B) 재활용된 물의 사용.

(C) 폭우 유출을 줄이고, 물 오염을 줄이며, 지하수
공급을 재충전하기 위한 폭우 포집 또는 이들의 조합.

(D) 공원과 녹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믿을
만한 음용수 공급을 제공.

(b) 지침을 최종화하기 전에 공중의 의견을 고려하기
위한 3회의 공공 회의 개최. 주 기관은 공공 회의보다
최소 30일 전에 기관의 인터넷 웹 사이트에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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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과 평가 지침을 발표해야 한다. 한 번의 회의는
북부 California의 한 장소에서, 한 번의 회의는
California의 센트럴 밸리의 한 장소에서, 한 번의
회의는 남부 California의 한 장소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c) 주 전체의 경쟁 방식 보조금 프로그램을 위해,

자연자원국장(Secretary of the Natural Resources
Agency)에게 지침을 제출한다. 자연자원국장은
지침이 해당 법규와 일치하고 이 호에서 열거된 모든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연자원국장은
주 기관에서 제출한 전자적 형태의 지침과 후속
확인서를 자연자원국 인터넷 웹 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d) 채택 시, 지침의 사본을 주 의회 재무 위원회와

해당 정책 위원회에 제출한다.

(e) 정부법 제목 2 3호 파트 1의 3.5장(11340항으로

시작)은 이 호에 따라 채택된 프로그램 지침과 선택
기준의 개발 및 채택에 적용되지 않는다.

80012.

(a)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는 이

호에 따른 지출에 대한 독립적 감사 비용을 제공해야
한다. 자연자원국장은 이 호에 따른 모든 프로그램과
지출 목록을 매년 한 번 이상 서면 형식으로 발표해야
하고, 전자적 형식의 목록을 자연자원국 인터넷
웹 사이트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스프레드시트
형식으로 게시해야 한다. 그 스프레드시트는 자금이
제공된 각 프로젝트의 위치와 면적, 프로젝트의 목적,
프로젝트의 상태, 예상되는 결과, 보조금 수령자가
프로젝트에 내는 동일한 액수의 자금, 보조금
수령자가 자금을 받는 근거가 되는 이 호의 해당 장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b) 이 호에 의해 승인된 자금을 받는 조직에 대한,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감사는 주 법률에 따라
수행되고, 어떤 잘못이 드러나면 California 주 감사
(California State Auditor)나 관리자(Controller)
는 해당 조직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c) 이

호에 의해 승인된 자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주 기관은 그 보조금의 지출에 대한 적절한
보고를 요구해야 한다.
상정된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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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이 항에 규정된 발표, 감사, 주 전체의 채권 추적,
현금 관리 및 관련 감시 활동과 관련된 비용은 이
호에서 자금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런 비용은 이 호
전체의 각 프로그램에 비례적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이 호에서 승인된 비보조금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
부담하는 실제 비용은 이 호에서 승인된 기금에서
지불되어야 한다.

80014. 이 호에 따라 할당된 자금을 관리 기관이
지정한 기간 내에 수령 조직이 수령하거나 지출하지
않는 경우, 지출되지 않은 자금은 해당 장에 부합하는
재할당을 위해 관리 기관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80016. 실현 가능한 정도까지, 그 신청이
14507.5항에 정의된 어떤 프로젝트가 California
보존 공사(California Conservation Corps) 또는
공인된 커뮤니티 보존 공사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그 프로젝트는 이 호에 따른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수령해야 한다.

80018. 실행 가능한 정도까지, 물 효율, 침습이나
재사용을 위한 폭우 포집, 또는 프로젝트 설계에서의
탄소 격리 기능을 포함하는 프로젝트에는 이 호에
따른 보조금에 대한 우선순위가 제공될 수 있다.
80020. 이 호에 따라 할당된 자금은 법률이
부과하는 완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80022. (a) 이 호를 실행할 때, 실현 가능한
정도까지, 또한 (b)목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호에 따른 기금을 받는 주 기관은 공용 토지에서의
프로젝트나 민간 토지에서의 자발적 프로젝트를
통해 야생 생물 보존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민간 토지에서의 프로젝트는 해당 투자로
이루어진 혜택이 지속가능한지를 바탕으로 평가해야
한다. 기금은 측정 가능한 서식지의 보호나 생성을
위해, 또는 위험에 처했거나 위협을 받는 종의 서식
상태 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서식지
크레딧 교환의 개발과 실행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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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
항은
2장(80050항으로
시작),
3장(80060항으로 시작), 5장(80080항으로 시작),
6장(80090항으로 시작), 11장(80140항으로 시작),
11.5장(80145항으로 시작) 및 12장(80150항으로
시작)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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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24. 이 호에 따른 보조금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
기금을 받는 주 기관은 이 호에 따른 지출과 그런
지출로부터 받는 공공 혜택을 2027년 1월 1일까지
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80026. 이 호에 따른 기금을 받는 주 보존국은
2014년 수질, 물 공급 및 기반 시설 개선법(Water
Quality, Supply, and Infrastructure Improvement
Act of 2014)에 따라 승인된 지출을 보완하면서도
중복되지 않도록 기금을 할당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80028. 이 호에 따라 제공되는 기금과 그러한
기금의 배정이나 이체는 어업수렵법(Fish and Game
Code) 3호 9장(2780항으로 시작)의 목적을 위한
기금 이체로 간주하면 안 된다.

80030. 저소득 커뮤니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수여되는 보조금의 경우, 관리 조직은
프로젝트를 적시에 시작하기 위해 수령자에게 보조금
수여액의 25퍼센트를 선지급할 수 있다. 관리 조직은
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선지급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추가적인
요건을 채택해야 한다.

80032. (a) 80172항에 따라 발행되고 판매되는
차환 사채를 제외하고, 이 호에 따라 발행되고
판매되는 채권의 수익금은 이로써 주 재무국
(State Treasury)에서 만드는 California 가뭄, 물,
공원, 기후, 해안 보호, 공중의 야외 활동 보장 기금
(California Drought, Water, Parks, Climate,
Coastal Protection, and Outdoor Access For All
Fund)에 예치되어야 한다.

(b) 이 호에 따라 발행되고 판매되는 채권의
수익금은 다음 일정에 따라 할당되어야 한다.
(1) 2장(80050항으로 시작), 3장(80060항으로
시작), 4장(80070항으로 시작), 5장(80080항으로
시작), 6장(80090항으로 시작), 7장(80100항으로
시작), 8장(80110항으로 시작), 9장(80120항으로
시작) 및 10장(80130항으로 시작)의 목적을 위한
이십팔억삼천만 달러($2,830,000,000).

(2) 11장(80140항으로
달러($250,000,000).

시작)에

이억오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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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1.1장(80141항으로
달러($80,000,000).
(4) 11.5장(80145항으로
달러($550,000,000).
(5) 11.6장(80146항으로
달러($390,000,000).

시작)에

팔천만

시작)에

오억오천만

시작)에

삼억구천만

80034. 주 의회는 이 호에 따라 자금이 조달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2장. 환경적 사회적 형평성 개선,
California 저소득 커뮤니티의
개선을 위한 투자

80050. (a) 주
의회가
배정하면,
"
부"(Department)는 총 칠억이천오백만 달러
($725,000,000)를 5호 3.3장(5640항으로 시작)
에 기술된 2008년 주 전체 공원 개발 및 커뮤니티
재활성화법(Statewide Park Development and
Community Revitalization Act of 2008)의 경쟁
방식 보조금 프로그램에 따라 공원이 부족한 지역에
안전한 근린 공원을 설립하고 확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b) 보조금 프로그램 기준이나 지침을 개발하거나
수정할 때, "부"는 폭우 포집 및 저장을 통합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폭우 오염을 줄이는 프로젝트에
대해 추가적인 고려를 할 수 있다.

(c) "부"는 다음과 같은 두 사항을 보장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관리할 보조금 수령 후보의 재정 및 운영
능력을 판단하는 엄격한 사전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1) 프로젝트의 공공 혜택 극대화.
(2) 프로젝트를 적시에 실행.

80051. 80050항 (a)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을 사용 증가 및 사용자 경험의
제고로 이어질, 주 커뮤니티의 기존 공원 기반 시설의
회복, 용도 변경, 또는 실질적 개선을 위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80052. (a) 센트럴 밸리(Central Valley), 인랜드
앰파이어(Inland Empire), 관문, 시골 및 사막
커뮤니티에 대한 역사적인 투자 저조를 시정하기

위해 80050항 (a)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금액
중 총 사천팔백만 달러($48,000,000)를, 아쿠아틱
센터를 포함한 활동적인 레크리에이션 프로젝트를
위해 "부"가 이 지역들에서 공원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한 커뮤니티에 청년의 건강, 피트니스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역 공원을
조성하고 개선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토지, 재료 또는 자원봉사자 서비스의
부분적 또는 전적인 기증을 내포하고, 여러 조직들의
협력과 부족한 자원의 활용을 보여주는 프로젝트들이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호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조직은 또한 80050항 (a)목에 따라 다른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될 수 있다.
(b) 주 의회가 배정하면, 이 항에 따른 금액 중

이천이백만 달러($22,000,000)는, 1990년 후에
통합되고 2016년 7월 1일 현재 미국 인구조사국
(United States Census Bureau) 인구 추정치에 따라
22,000명 미만의 추정 인구를 가지고, 아쿠아틱
센터와 피트니스 센터를 포함한 활동적 레크리에이션
프로젝트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공공 시설의
개발을 위한 권장안을 포함하는 2008년 현재의
마스터 플랜을 채택한, 샌 버나디노(San Bernardino)
카운티의 사막 커뮤니티 마을에 대한 보조금으로
"부"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3장.

California의 지방

및 지역 실외 공간의 보호,
향상 및 접근에 대한 투자

80060. 이 장의 목적 상, "지구(District)"는

모든 지역 공원 지구, 지역 공원 및 공지 지구, 또는
5호 3장 3조(5500항으로 시작)에 따라 형성된
지역 공지 지구, 5호 4장(5780항으로 시작)에
따라 형성된 모든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 지구, 또는
26호(35100항으로 시작)에 따라 형성된 모든 권한
기관을 의미한다. 하나의 지구에 들지 않고, 어떤
도시나 카운티가 공원, 레크리에이션 지역 혹은
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커뮤니티나 비통합 지역에
대하여, "지구"는 또한 수자원법 20호(71000항으로
시작)에 따라 다목적 공원 용지를 운영하는 지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기타 조직을
의미한다.
상정된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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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61. (a) 주 의회가 배정하면, "부"가 총 이억
달러($200,000,000)를 지역 공원의 회복, 조성
및 개선 보조금으로 인구 수에 따라 지역 정부에 줄
수 있어야 한다. 보조금 수령자는 기존 기반 시설을
회복하고 실외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의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수여금을 활용하도록 권장되어야
한다.

(b) 주 의회가 배정하면, 총 일천 오백만 달러
($15,000,000)를 인구 200,000명 이하인
관할 지역 내에서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화된 카운티의 도시와 지구에 대한
보조금으로 "부"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목의
목적상, "도시화된 카운티"는 500,000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카운티를 의미한다. 이 목에 따라 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 조직은 (a)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자금도 받을 자격이 되어야 한다.
(c) 해당 프로젝트가 심각한 저소득 커뮤니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이 항에
따라 수여금을 받는 조직은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지 몫으로 제공해야 한다.

80062. (a) (1) "부"는 80061항 (a)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의 60퍼센트를 지역 공원 지구,
지역 공원 및 공지 지구, 공지 권한 기관, 또는 지역
공지 지구가 아닌 도시와 지구에 할당해야 한다.
각 시나 지구가 최소 이십만 달러($200,000)를
받을 자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각 시와
지구에 대한 할당은 시 또는 지구의 인구가 카운티
내의 통합 및 비통합 구역에 포함된 주의 인구에 대한
비율과 일치해야 한다. 시의 경계가 지구의 경계와
겹치는 경우 중첩되는 구역의 인구는, 각각이 공원과
레크리에이션 구역 및 시설을 해당 인구를 위해
운영하고 관리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각 관할 지역에
귀속되어야 한다. 시의 경계가 지구의 경계와 겹치고,
중첩되는 구역에서 시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구역과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해당
구역에 대한 모든 보조금은 해당 지구에 할당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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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 4월 1일이나 그 이전에, (1)절이
적용되고 그 경계가 중첩되는 시와 지구는 (1)절에
명시된 공식에 따라 보조금 할당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협력하여 개발하고 "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
상정된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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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까지 계획이 개발되어 "부"에 제출되지 않으면,
책임자는 영향을 받는 관할 지역 간에 보조금을
할당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b) (1) "부"는 80061항

(a)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기금의 40퍼센트를 카운티 및 지역 공원
지구, 지역 공원 및 공지 지구, 26호(35100항으로
시작)에 따라 형성된 공지 권한 기관, 5호 3장 3조
(5500항으로 시작)에 따라 형성된 지역 공지 지구
등에 할당해야 한다.
(2) (1)절에 따른 각 카운티에 대한 할당은 각

카운티가 최소 사십만 달러($400,000)를 받을
자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카운티 인구가
전체 주 인구에 대한 관계와 같은 비율이어야 한다.

(3) 지역 공원 지구, 지역 공원 및 공지 지구, 공지

권한 기관, 또는 지역 공지 지구 영토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하며 그 위원회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아닌
모든 카운티의 경우, 해당 카운티에 할당되는 금액은
지구의 영토에 포함되는 카운티 인구와 지구의 영토
밖에 있는 카운티 인구 사이에 배분되어야 한다.
(c) 이 항이 요구하는 계산의 목적 상, 인구는 재무부
(Department of Finance)와 협력하여 최신의 확인

가능한 인구 조사 데이터와, "부"가 기금을 신청하는
시, 카운티 또는 지구에 요구할 수 있는 기타 확인
가능한 인구 데이터를 근거로 결정해야 한다.
(d) 주 의회는 80061항 (a)목에 따른 기금의

모든 수령자가 이 호를 추가하는 법의 발효일에
존재하는 지역 세입을 보충하기 위해 그런 기금을
사용하도록 의도한다. 80061항 (a)목에 따라 할당을
받으려면, 수령자는 공원에 대해 쓸 수 있는 달리
이용가능한 기금이나 해당 관할 지역에서 이 호에
따른 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 다른 프로젝트를
축소해서는 안된다. 공원이나 다른 프로젝트를 위해
지출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는 없는 다른
기금의 일회적 할당은 수령자의 연간 지출액을
계산할 때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 이 목의 목적을
위해, 관리자는 수령자로부터 이전 3개 회계 년도
동안의 재무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다. 각 수령자는
관리자의 요청을 받은 후 120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상정된 법안 내용

80063.

(a) "부"의 책임자는 80061항 (a)목에

따라 할당되는 보조금 신청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준비하고 채택해야 한다. 해당 프로젝트가
케이스에 따라 해당 시의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요소나 카운티의 일반적인 계획, 또는 지구의 공원
레크리에이션 계획에 부합한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b) 최대한 효과적인 가용 보조금의 활용을 위해,

중첩되고 인접한 관할 지역이나 유사한 목표를 가진
신청자들은 프로젝트를 결합하여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령자는 지역 또는 주 프로젝트에
일 인당 몫의 전부나 일부를 할당할 수 있다.
80065.

(a) 의희가 배정하면, 총 삼천만 달러

($30,000,000)는 "부"가 지역 공원 지구, 카운티,

지역 공지 지구, 26호(35100항으로 시작)에 따라
형성된 공지 권한 기관, 공동 권한 기관, 자격이 되는
비영리 조직에 경쟁 방식 보조금으로 제공하여,
트레일, 지역 트레일 네트워크, 지역 복합 스포츠
시설, 공원 시설 내 저렴한 숙박시설, 청소년과 유색인
커뮤니티를 위한 방문자/실외/해설 시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공원 및 공원 시설을 생성, 확장,
개선, 회복 또는 복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b) 기금을 수여할 때, "부"는 인수 프로젝트 기금을

구하는 신청자들이 자신의 프로젝트를 새로운 공공
사용 및 공공 접근의 기회를 만들거나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수행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c) 단일 용도 트레일 프로젝트 보다는 다용도

트레일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제공할 수 있다.

(d) (a)절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 따른 금액 중 총

오백만 달러($5,000,000)는 "부"와 운영 합의를
체결한 비영리 조직이 관리하는 주 공원 시스템
단위의 프로젝트를 위해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80066. 주 의회가 배정하면, 총 사천만 달러
($40,000,000)는 "부"가 2012년 11월 1일에서
2018년 11월 30일(당일 포함) 사이에, 지방 또는

지역 공원 기반 시설 개선 및 향상을 위한 세입 증가
수단에 대해 투표자 승인을 획득한 지역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받는 인구에 비례적으로 수여되는
보조금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항에 따른

발의안 68 계속

보조금의 수령자는 세입 증가 수단의 목적으로
적어도 이십오만 달러($250,000)를 받아야 한다.
4장. California의 자연,
역사 및 문화 유산의 복원

80070. 주 의회가 배정하면, 총 이억천팔백만
달러($218,000,000)는 기존 주 공원 시설과 조직의
복원, 보존 및 보호를 위해 "부"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적격한 프로젝트 유형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 기후 복원, 물 공급 및 수질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자연 자원의 보호.

(b) 접근성이나 관리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주 공원
시설에 인접한 토지의 보호와 개선을 포함하여 주
공원 시설 및 단위에 대한 접근성 향상.
(c) 저소득 커뮤니티 거주자 및 저소득층 공원
방문자의 접근성과 레크리에이션 기회 향상을 위한
저렴한 숙박 시설 제공.

(d) "부"의 누적 및 연기된 유지 보수 작업을
해결하는 프로젝트의 실행.

80071. 이 장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기금을
지출할 때, "부"는 실현 가능한 경우, 시, 카운티,
비영리 조직 및 비 정부 조직과 협력하여 관광, 방문
및 방문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회 활용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80072. 80070항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된 금액
중 천만 달러($10,000,000)는, 새롭거나 향상된
공원 사용과 사용자 경험을 촉진하고 세입 발생을
증가시켜 "부"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 프로젝트를
위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80073. (a) 80070항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된
금액 중 오백만 달러($5,000,000)는, 노후화되는
기반 시설 복원을 위한 긴급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주 공원 시스템의 한 단위를 운영하는 현지 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b) 이 항에 따른 보조금 수여를 위한 목적으로, 총
프로젝트 비용 중 25퍼센트 이상이 현지 분담액으로
요구되어야 한다. 이 분담액에 대한 요건은 저소득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포기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
상정된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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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74. 80070항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된

달러($18,000,000)는,

기금을 지출하고, 공공 안전을 위한 기반 시설 관련

Code) 4101항에 기술된 것과 같이 6지구 농업

"부"의 기준에서 최우선 순위를 줄 때, "부"는 다음

금액

중

일천팔백만

카운티 박람회, 식품농업법(Food and Agricultural
협회(Sixth

District

Agricultural

Association),

45지구 농업 협회(Forty-Fifth District Agricultural

Association) 를 포함한 지구 농업 협회, 감귤 과일

박람회, California 전시회 및 주 박람회(California
Exposition and State Fair)의 시설 개선을 위해

식품농업부(Department of Food and Agriculture)

의 박람 전시과(Division of Fairs and Exposition)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0075. 80070항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된 금액

중 삼천만 달러($30,000,000)는, "부"가 주 공원

시스템의 단위에 저렴한 숙박 시설 프로젝트 개발

필요를 포함하여 지연된 유지보수 자금 지출에 대한
각 지역에서 주 공원 단위 및 시설의 지연된 유지보수

프로젝트와 해당 지역에서 관광 및 방문자 경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위해 적어도 일천만
달러($10,000,000)를

노력을 해야 한다.
(1) 센트럴

지출하기

밸리(Central

(Sacramento)시에서

기슭까지.

위해

Valley),

최선의

새크라멘토

테하차피(Tehachapi)

산맥

(2) 센트랄 코스트(Central Coast).

(3) 이스트 베이(East Bay).

기금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4) 임페리얼(Imperial) 카운티 및 코첼라 밸리

80076. 80070항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된 금액

(5) 인랜드 엠파이어(Inland Empire).

한다.

중 최소 이천오백만 달러($25,000,000)는, 주 공원

시스템의 자연 자원 가치의 보호, 복원 및 제고를

위해 "부"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
모두가 포함될 수 있다.

(a) 개천, 대수층 및 하구 생태계의 수질과 생물학적

건강의 보호 및 개선.

(b) 지형, 서식지 및 생물학적 커뮤니티 복원을

포함하여 California의 다양한 경치를 대표하는 자연

자원 및 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

(c) 연결성을 개선하고 서식지 구역 간의 장벽을

줄이는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야생 생물 통로의 획득,
회복, 복원, 보호 및 확대.

(d) 기후 변화에 대한 고유 생태계 복원력 및 적응력

개선.

(e) 오래된 성장 특징을 가속화하고 탄소 격리를

극대화하며 수질을 개선하고 기후 복원력을 구축하기
위해 레드 우드 숲의 건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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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80070항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된

80077.

(f) 종족 문화 자원의 보호 및 제고.
상정된 법안 내용

(Coachella Valley).

(b) "부"가 이 항에서 확인된 지역에서 유지보수가

지연된 공원에 자금을 할당할 수 없는 경우, "부"는

주 의회의 해당 정책 및 재무 위원회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를 보고해야 한다.

5장. 트레일과 그린웨이에 대한 투자

80080.

(a) 주 의회가 배정하면, 자연자원국이

"부"와 협력하여 총 삼천만 달러($30,000,000)를
건강 관련 활동성 교통과 California 주민들이 자연과
다시 연결될 기회를 장려하기 위해 공원, 수로,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 숲이나 기타 자연 환경에 대한
새롭거나 대체적인 접근성을 촉진하는 비자동차
(nonmotorized) 기반 시설을 개발하고 강화할
목적으로, 현지 기관, 주 보존국, 연방적으로
인정되는 미국 원주민 종족, 미국 원주민 유산
위원회(Native American Heritage Commission)가
관리하는 California 종족 참조 목록(California Tribal
Consultation List)에 게재된 비연방적으로 인정되는
California 미국 원주민 종족, 공동 권한 기관 및
비영리 조직에 제공하는 경쟁 방식 보조금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상정된 법안 내용

(b) 이 항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된 금액 중 최대
25퍼센트는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새롭고 확대된

야외 경험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교통 프로젝트를
위해 커뮤니티가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c) 공원, 수로 및 자연 구역 사이에 더 안전한

상호연결성으로 이어지는 비자동차 기반 시설과
트레일의 정렬, 개발 및 개선이 권장될 수 있다.

(d) 자연자원국은 이 장에 따라 수여되는 보조금에

대한 지침을 설계할 때, 해당될 경우, California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법(California Recreational
Trails Act)(5호 1장 6조(5070으로 시작))을
위해 정립된 지침을 포함한 기존 프로그램 지침을
활용하고, 가능한 한 5호 1장 6조(5070항으로
시작)에 기술된 California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플랜
(California Recreational Trails Plan)에 부합하는
지침을 설계하도록 권장된다.
80081. 해당

프로젝트가 저소득 커뮤니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이 장에
따라 수여금을 받는 조직은 그 수여금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해야 한다.
6장. 시골 레크리에이션,

관광 및 경제적 강화에 대한 투자

80090.

(a) 주 의회가 배정하면, 총 이천오백만

Roberti-Z’berg-Harris
달러($25,000,000)는
도시 공지 및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법(RobertiZ’berg-Harris Urban Open-Space and Recreation
Program Act)(5호 3.2장(5620항으로 시작))에
따른 보조금에 적격한, 비도시화된 구역에 있는 시,
카운티 및 지구를 위한 경쟁 방식 보조금 프로그램을
집행하기 위해 "부"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5621항 (c)와 (e)목에도 불구하고, 이 항의 목적을
위해 "부"는 현재의 인구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비도시화된 구역"의 정의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비도시화된 구역에는 "부"가 의해 정한 것과 같이
500,000명 미만의 인구와 평방 마일당 낮은 인구
밀도를 가진 카운티가 포함되어야 한다. 보조금을
수여할 때, "부"는 다음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다.
(1) 해당 프로젝트가 경제적인 목적과 건강 관련

목표를 지원하는 야외 기반 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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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커뮤니티에 새로운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하는지 여부.

(2) 해당 프로젝트가 관광 경험의 질과 커뮤니티의
경제적 활력을 촉진하는 한편 주거형 레크리에이션을
향상시키기 위해 토지를 획득하고 개발할 것을
제안하는지 여부. 이런 향상에는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트레일, 자전거길, 지역 레크리에이션 편의
시설 또는 행선지 지향 레크리에이션 편의 시설 및
방문 센터가 포함될 수 있다.

(3) 해당 프로젝트에 야생 생물 구경이나
레크리에이션, 또는 청소년의 실외 경험을 위한 지역
트레일 개발을 목적으로 사적 소유 토지에 대한 공적
이용을 촉진하는, 비영리 토지 신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공공 조직과 비영리 조직 간의 협력이
포함되는지 여부.
(b) 해당 프로젝트가 저소득 커뮤니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이 장에 따라
수여금을 받는 조직은 그 수여금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해야 한다.
7장.

California 강 레크리에이션,

샛강 및 수로 개선 프로그램

80100. (a) 주
의회가
배정하면,
총
일억육천이백만 달러($162,000,000)는 2004년
California 강 수로법(California River Parkways Act
of 2004)(3.8장(5호의 5750항)으로 시작) 및
수자원법 7048항에 의한 도시 개천 복원 프로그램
(Urban
Streams
Restoration
Program)에
따른 보조금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적격한
프로젝트는 도시 샛강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프로젝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 (A) 이 목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된 금액
중 삼천칠백오십만 달러($37,500,000)를 산타
모니카 산맥 보존국(Santa Monica Mountains
Conservancy)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5753항 (c)목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 중 일천오백만
달러($15,000,000)는 23호(33000항으로 시작)
에 따라 로스 앤젤레스 강(Los Angeles River)
유역과 그 지류나 상류수를 보호하거나 향상시키는,
샌 페르난도 밸리(San Fernando Valley) 내의
프로젝트를 위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상정된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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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 목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된 금액 중

산
삼천칠백오십만
달러($37,500,000)를
가브리엘과 하부 로스 엔젤레스 강 및 산맥 보존국
(San Gabriel and Lower Los Angeles Rivers and
Mountains Conservancy)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7) 이 목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된 금액 중 오백만

달러($5,000,000)는

자연자원국이, 호수와

그

주변 자원 및 레크리에이션 구역의 복원, 공공

레크리에이션과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현지 및
지역적 접근을 보여주는 클리어 레이크(Clear Lake)

절에 따라 할당된 기금은 수자원법
79508항과 22.8호(32600항에서 시작) 및 23호
(33000항에서 시작)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내부와 주변 및 그 분수령의 개선을 위해 이용할 수

달러($16,000,000)는 21호 4.6장(31170항으로
시작)에 따른 산타 안나 강 보존 프로그램(Santa Ana
River Conservancy Program)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한 한, 보존국은 지리적으로 산타 안나 강
(Santa Ana River)을 따라 균등하게 기금을 배분해야
한다.

공원로 법(California River Parkways Act of 2004)

(C) 이

(2) 이 목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된 금액 중 천육백만

(3) 이 목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된 금액 중 천만

달러($10,000,000)는 5호 10.5장(5845항으로
시작)에 따른 하부 아메리칸 강 보존 프로그램(Lower
American River Conservancy Program)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이 목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된 금액 중 3백만

달러($3,000,000)는 로스 가토스 샛강 및 상부
과달루페 강 유역(Los Gatos Creek and Upper
Guadalupe River Watersheds)의 보존과 관련하여
레드우드 보호 지원 프로젝트를 위해 자연자원국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이 목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된 금액 중 삼백만

달러($3,000,000)는 자연자원국이, 갈등을 줄이고
물 공급 개선, 서식지 복원 및 보호, 협동적 공공
레크리에이션 및 상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러시안 리버(Russian River)를 위한 종합적 지역
사용 관리 계획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6) 이 목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된 금액 중 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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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10,000,000)는 주 해안 보존국(State
Coastal Conservancy)이 샌 디에고(San Diego)
카운티의 산타 마가리타 리버(Santa Margarita
River) 변의 강 공원로 프로젝트를 위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상정된 법안 내용

있어야 한다.

(8) 이 목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된 금액 중 천만

달러($10,000,000)는

2004년

California

강

(3.8장(5750항으로 시작))의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9) 주 의회가 배정하면, 이 목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된 금액 중 천만 달러($10,000,000)는 수자원부

(Department of Water Resources)가, 수자원법

7048항에 따라 수립된 도시 개천 복원 프로그램
(Urban Streams Restoration Program)을 실행하는

데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10) 이 목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된 금액 중 이천만

달러($20,000,000)는

자연자원국이,

인접한

커뮤니티의 공원 및 공지로의 연결성을 포함하는,

글렌데일(Glendale) 시에 있는 로스 엔젤레스 리버
(Los Angeles River) 강의 공원로 프로젝트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b) 해당 프로젝트가 저소득 커뮤니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이 장에 따라
수여금을 받는 조직은 그 수여금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해야 한다.

(c) 협력을 극대화하고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자연자원국은 연방, 주 및 현지 기관 사이의 협력

관계를 포함하는 프로젝트, 비영리 토지 신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비영리 조직에 의해
제안된 프로젝트, 자연적 커뮤니티 보전 계획을
보충할 수 있는 보조금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

80101. 실행 가능한 최대한으로, 자연자원국은

이 장에 따라 수여되는 보조금에 대한 지침을 개발할
때, 커뮤니티들이 강 관리 기술 지원(Riverine
Stewardship Technical Assistance) 프로그램을

상정된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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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는, 수로를 강화하고

복원하는 다중 혜택 프로젝트를 위해 주 기관들과

협력 관계를 맺는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할 것이
권장된다.

8장. 주 보존국, 야생 생물 보존
위원회(Wildlife Conservation Board)
및 권한 기관에 대한 기금 제공

80110. 주 의회가 배정하면, 총 칠억육천칠백만

달러($767,000,000)를 이 장에서 기술한 대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a) 삼천만 달러($30,000,000)는 공기 질 및

서식지 혜택을 제공하고, 자연자원국의 솔턴호 관리
프로그램(Salton Sea Management Program)을

실행하는 자본 지출 프로젝트를 위해 솔턴호 관리

기관(Salton Sea Authority)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금액 중 천만 달러($10,000,000) 이상을
솔턴호 관리 기관이 71103.6항에 기술되어 있는

대로 새로운 강 수질, 공공 건강 및 강 공원로 개발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b) 일억팔천만
달러($180,000,000)는
다음
보존국들이 아래 일정에 따라 명시된 목적을 위해
관련 법규에 따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1) 볼드윈
힐스
보존국(Baldwin
Conservancy), 육백만 달러($6,000,000).

Hills

(2) 캘리포니아 타호 보존국(California Tahoe
Conservancy), 이천칠백만 달러($27,000,000).
(3) 코첼라
밸리
산맥
보존국(Coachella
Valley Mountains Conservancy), 칠백만 달러
($7,000,000).

(4) 사크라멘토-샌
조아퀸
삼각지
보존국
(Sacramento-San Joaquin Delta Conservancy),
천이백만 달러($12,000,000).

(5) 샌 디에고 강 보존국(San Diego River
Conservancy), 천이백만 달러($12,000,000).
(6) 산 가브리엘과 하부 로스 엔젤레스 강 및 산맥
보존국(San Gabriel and Lower Los Angeles

Rivers and Mountains Conservancy), 삼천만 달러
($30,000,000).
(7) 샌 조아퀸 강 보존국(San Joaquin
Conservancy), 육백만 달러($6,000,000).

River

(8) 산타 모니카 산맥 보존국(Santa Monica
Mountains
Conservancy),
삼천만
달러
($30,000,000).
(9) 시에라
네바다
보존국(Sierra
Nevada
Conservancy), 삼천만 달러($30,000,000).

(10) 주 해안 보존국(State Coastal Conservancy),
샌프란시스코 만 복원 기관 법(San Francisco Bay
Restoration Authority Act)(정부법(Government
Code) 제목 7.25(66700항으로 시작))에 따라 샌
프란시스코 만 복원에 대한 정부법 66704.5항에
따른 보조금 이천만 달러($20,000,000) 정부법
66704.5항 (e)목에도 불구하고, 주 해안 보존국은
이 절에 따라 수여되는 보조금에 대해 상응하는
보조금 요건을 정해야 한다.
(c) 일억삼천칠백만 달러($137,000,000)는 야생
생물 보존 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80111. 80110항 (c)목에 따라 야생 생물 보존
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할당된다.

(a) 오백만
달러($5,000,000)는
거리
및
고속도로법(Streets
and
Highways
Code)
800항이나 기타 법률에 따라, 달리 기금이 조달되지
않는 지역의 보존 투자 전략을 위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b) 적어도

오천이백만

달러($52,000,000)는

커뮤니티 전역에 걸친 보존, 계획 및 경제적 활동이나

자원 갈등을 해결하는 다른 대규모 서식지 보존

계획들과 보존, 계획 및 경제적 활동에 대한 규정들

간에 균형을 잡음으로써 자원 갈등을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자연 커뮤니티 보존 계획 법(Natural
Community

Conservation

Planning

Act)

(어업수렵법(Fish and Game Code) 3호 10장

(2800항으로 시작))에 따라 채택된 자연 커뮤니티

보존 계획의 실행을 촉진하는 서식지의 취득, 개발,

회복, 복원, 보호 및 확대를 위해 이용할 수 있어야
상정된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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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절에 따른 기금은, 달리 요구되는 완화

제공하는 자발적 협약의 실행을 위한 규제적 및

의해 요구되는 보존 노력을 제고, 확대 또는 증강하는

Water Resources Control Boards)가 갱신한 샌

책임을 상쇄하는 데 사용되지 않아야 하지만, 완화에

자발적 노력의 통합과 주 수자원 통제 위원회(State

기금 조달 협력 관계의 일부로 사용될 수 있다.

프란시스코 만/사크라멘토-산 조아퀸 삼각지 하구

의 야생 생물 자원 보존을 위한 자연 토지 관리를

San Joaquin Delta Estuary Water Quality Control

(c) 최대 천만 달러($10,000,000)가 California

개선하고 기후 변화와 관련된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토지의 취득, 연구 시설의 건설 및 개발을 위한

보조금으로 캘리포니아 대학교 자원 보존 시스템

(University of California Natural Reserve System)

수질 통제 계획(San Francisco Bay/Sacramento-

Plan)을 실행하고 생태학적 혜택을 보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연자원국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항에서 제공되는 기금의 지출은 다음 항목들에
부합해야 한다.

에 교부될 수 있다. 야생 생물 보존 위원회는 이

(1) 이 항의 목적 상, 유역 복원은 습지 서식지, 연어,

설정해야 한다.

건강을 개선하고 복원하며, 개천의 도강점, 하수관

목에 따라 수여되는 보조금을 위한 보조금 요건을
(d) 이용할 수 있는 금액 중 남은 부분은 다음

프로젝트들을 위한 기금으로 제공하기 위해 야생

생물 보존 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1) 과대 도시화 구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

레크리에이션 구역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거나, 주

토지 위원회(State Lands Commission)와 협력하여

매각 또는 처분용으로 제안될 수 있는 연방 공공

토지에 대한 이익을 확보하는 프로젝트.

(2) 야생 생물 보존 위원회의 법령에 명시된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80112. 80110항 (b)목에 나열된 기금 수령

조직은 기금 제공 프로젝트 선정의 우선순위와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는 전략적 마스터 플랜을

개발해야 한다. 전략적 계획은 실행 가능한 경우 보존

지역에 대한 공공적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을

포함하고, 프로젝트 목표와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80113. 이 장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기금을

지출할 때, 조직은 실행 가능한 경우 공지를 취득하고

도시 그린웨이 통로를 만들기 위해 시, 카운티, 비영리

조직, 공동 권한 기관 및 비정부 조직과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80114.

(a) 80110항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된

금액 중 이억 달러($200,000,000)는, 주의 유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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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다중 혜택 수질, 물 공급과 유역 보호 및 복원을
상정된 법안 내용

무지개 송어 및 어업 혜택에 자금을 제공하고, 강

및 다리를 현대화하고, 역사적 범람원들을 다시

연결하며, 어망을 설치하거나 개선하고, 어류 통로를

제공하며, 하안지, 수생 및 육생 서식지를 복원하거나
향상시키고,

생태

기능을

개선하며,

자발적

매각인들로부터 하안지 완충 지대용 보존지역권을

확보하고, 현지 유역 관리, 포식 관리 및 부화장

관리를 개선하며, 침전물이나 쓰레기 제거를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2) 이 항의 목적 상, 기금은 어업이나 생태계에

혜택을 제공하거나 기존의 흐름 상태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서 물의 흐름을 눈에 띄게

향상시키는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다. 적격한

프로젝트는 어류와 야생 생물에 도움을 주기 위한 물

임대, 구입 또는 교환, 용도 변경 청원과 같은 물 거래,

물의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면 저장, 물

권리에 대한 유보, 물 관리의 변경, 지하수 저장 및

공동 사용, 개천 수위를 바꾸는 서식지 복원 프로젝트,

물을 절약하고 홍수 흐름을 복원된 범람원과 다시

연결함으로써 개천 수위 재형성, 기존 및 새로운 저장

장소 모두에서 복원된 저수지 재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일반적인 물 효율성, 관개 효율성 및 물 기반
시설 개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 이 항이 승인하는 기금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어류 및 야생 생물부(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와 협의한 자연자원국의 직접 지출과

현지 지원 보조금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상정된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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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실행할 수 있는 경우, 어류 및 야생 생물부는

정부, 물 지구 및 기관 및 생물 종을 위한 생태 흐름과

이런 기금의 지출을 알리고, 방문자 경험을 제고하며,

규제를 확실하게 하며, 주 수자원 통제 위원회의

관련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영리 조직 및 비정부

서식지를 개선하고, 물 사용자에 대한 물 공급과

만-삼각지 수질 통제 계획(State Water Resources
Control Board's Bay-Delta Water Quality Control

Plan) 실행 촉진을 위해 협력적으로 접근하는 비정부

조직과 체결한 자발적 협약의 실행.

실행가능한 경우, 청소년 및 저소득 커뮤니티와의

조직과 협력해야 한다.

80116. 80110항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된

금액

중

일억칠천만

달러($170,000,000)는

자연자원국이 2017년 3월자 솔턴호 관리 프로그램

(2) 어류 및 야생 생물부가 2018년 6월 1일이나

(Salton Sea Management Program) 단계 1: 10년

Resources Control Board)에 고려해 달라고 제출한

후속 수정안에 명시된 복원 활동을 위해 이용할 수

그 이전에 주 수자원 통제 위원회(State Water

계획, 최종 관리 계획 보고 및 이 계획에 대한 모든

자발적 협약의 실행.

있어야 한다.

기능이나 새 또는 수생 종을 위한 습지 서식지를

80120. 주 의회가 배정하면, 총 일억칠천오백만

(3) 주 전체에 대해 중요하고, 자연 수생 또는 하안지

복원하며, 위험에 처하거나 위협을 받는 종의 복원을

보호하거나 촉진하고, 지역적으로 또는 지역 간에

9장. 해양, 만 및 해안 보호

달러($175,000,000)는 해안 및 해양 자원을

다음과 같이 제고하고 보호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물 공급의 신뢰도를 제고하며, 상당한 지역 또는 주

제공하는 데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c) 이 항에서 규정된 기금은 삼각지 운송 시설의

35650항에 부합하는 보조금을 위해 캘리포니아

전체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자발적 협약의 실행.

(a) 총

삼천오백만

달러($35,000,000)는

설계, 건설, 운영, 완화 또는 유지보수 비용을

해양 보호 신탁 기금(California Ocean Protection

(d) 어류 및 야생 생물부가 (b)목 (2)절을 충족하는

우선순위는 주의 해양 보호 구역 및 지속가능한 어업

지불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자발적 협약을 제출하는 경우, 그 자발적 협약을

실행하기 위해 이 항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Trust Fund)으로 예치하는 데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시스템에 집중하는, 해양 야생 생물과 건강한 해양 및

해안 생태계를 보존, 보호 및 복원하는 프로젝트에

기금은, 주 수자원 통제 위원회가 제출된 협약을

주어져야 한다.

없어야 하며, 그 시점에 이 항에 따라 여전히 이용할

비영리 조직에 저렴한 해안 숙박시설 보조금 및

승인한 날로부터 15년 이후에는 더 이상 이용할 수

수 있는 기금은 수자원법 79732항과 79736항의

목적을 위해 자연자원국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2018년 6월 1일이나 그 이전에 아무런 자발적

협약도 제출되지 않으면, 남아있는 모든 기금은

자연자원국이 수자원법 79732항과 79736항의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자연자원국장은

80012항에 따른 기금의 연례 보고를 보장해야 한다.

(b) 총 삼천만 달러($30,000,000)는 공공 기관과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주 해안 보존국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c) 총

팔천오백만

달러($85,000,000)는

주

해안 보존국이 21호(31000항으로 시작)에 따라

해변, 만, 습지 및 해안 유역 자원을 보호하는 데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공지, 레크리에이션,

생물학적, 문화적, 경치적, 또는 농업적 가치를

80115. 80110항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된 금액

가지고 있는 California 해안에 있는 토지나 이것에

생물부가 자체의 누적 및 연기된 유지보수 작업

구역의 생태학적 질에 기여하는 해양 보존 구역을

중 오천만 달러($50,000,000)는 어류 및 야생

해결을 위한 자본 개선을 위해 이용할 수 있어야

인접한 토지, 또는 그것의 보존이 그 해양 보호

포함한 해양 보호 구역에 인접한 토지의 취득이나
상정된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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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토지에서의 보존지역권을 포함해야 한다. 이것은

또한 31150항에 따른 해안 농업 자원의 보호와

31408항에 따른 California 해안 트레일을 완료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포함해야 한다.

확인이 지연된 구역에 해당하는 토지의 획득에 대해

특별히 고려할 수 있다.
80132.

(a) 80130항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된

(d) 목(c)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의 25퍼센트는

금액 중 일천팔백만 달러($18,000,000)는 야생

Program)(21호 4.5장

(Wildlife Conservation Law of 1947)(어업수렵법의

샌 프란시스코 만 구역 보존 프로그램(San Francisco

Bay

Area

Conservancy

(31160항에서 시작))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e) 총 이천만 달러($20,000,000)는 주 해안

보존국이 관리 삼림지, 삼림 보존 구역, 레드우드 숲

및 기타 삼림 유형을 포함한 해안 삼림 유역의 보호,

복원 및 개선을 위한 보조금 및 지출에 이용할 수

생물 보존 위원회가 1947년 야생 생물 보존법

2호 4장(1300항으로 시작)에 따른 직접 지출과 다음

프로젝트 중 어떤 것을 위한 보조금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1) 연결성을 개선하고 서식지 구역 간의 장벽을

줄이는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야생 생물 통로와

있어야 한다. 적격한 프로젝트 유형은 수질 및 물

공지의 획득, 개발, 회복, 복원, 보호 및 확대를 위한

화재 위험을 줄이고, 어류 및 야생 생물을 위한

생물 보존 위원회는 도시 개발 때문에 위협 받는 야생

공급을 개선하고, 해안 유역 저장 능력을 증대시키며,

서식지를 제공하며, 해안 삼림 건강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해야 한다.

(f) 총

오백만

달러($5,000,000)는

주

해안

보존국이 해안 사구, 습지, 고지대, 하구 초호 및

지정된 야생 생물 구역과 관련된 숲 서식지의 보호 및

복원을 가능하게 하는 구획을 취득하는 데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80121. 80120항을 실행할 때, 관리 조직은 현지

해안 계획 확인이 지연된 구역에 속하는 토지 혹은

자연적인 커뮤니티 보존 계획을 보완하는 토지
획득에 대해 특별히 고려할 수 있다.
10장.

기후 변화 대비, 서식지 복원력,
자원 강화 및 혁신

80130. 주 의회가 배정하면, 총 사억사천삼백만

달러($443,000,000)는

기후

적응과

복원력

프로젝트를 계획, 개발 및 실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경쟁 방식 보조금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적격한

프로젝트는 기후 변화의 불가피한 영향에 적응하고,

해안 및 시골 경제, 농업 생존력, 야생 생물 통로, 또는

서식지를 개선 및 보호하고, 미래의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개발하거나 내건성, 경치 복원력 및 물

보유력을 향상시키는 커뮤니티의 능력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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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이 절에 따른 보조금을 수여할 때, 야생
생물 통로를 포함하여 야생 생물 통로를 보호하는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2) 위협을 받고 위험에 처한 종의 회복을 촉진하는

서식지의 취득, 개발, 회복, 복원, 보호 및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

(3) 기후 적응과 자연 시스템의 복원력을 개선하는

프로젝트.

(4) 기존 공지 통로를 보호하고 개선하며, 서식지

연결성이나 공공 접근성 또는 트레일을 제공하는

유틸리티, 교통, 물 기반 시설과 관련된 트레일

연결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프로젝트.

(5) 어류 및 야생 생물부와 협의한 후에 추진하는

야생 생물 회복 시설을 위한 프로젝트.

(6) 야생 생물 통로나 서식지 연결을 훼손하고,

위협 받거나 위험해진 종의 회복을 억제하거나 자연

시스템의 기후 복원력을 저하시키는 침습성 식물이나

곤충을 통제하는 프로젝트.

(7) 어류 및 야생 생물에게 필요한 매우 가변적인

서식지 요구사항을 인정하는 야생 생물 서식지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 적격한 프로젝트는 자발적

매각인으로부터 물이나 물 권리의 획득, 물에 대한

계약적 권리를 포함하는 토지의 획득, 단기나 장기의

상정된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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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이전 및 임대, 어류와 야생 생물에게 물을 제공하는

한다. 수자원법 79738항 (f)목은 이 목에 적용된다.

프로젝트, 또는 연어와 무지개 송어에 혜택을 주는

달러($5,000,000)는 연어와 무지개 송어를 이롭게

프로젝트, 수생 또는 하안지 서식지 상태를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한다.

(8) 어업수렵법 2호 9장(1850항으로 시작)에 따라

승인된 지역적 보존 투자 전략의 보존 목표를 눈에

띄게 진전시키는 보존 조치와 서식지 향상 조치의

실행.

(9) 어업수렵법 1572항에 따른 기회를 포함하여,

민간 토지소유자와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공공에게

사냥 및 기타 야생 생물에 의존하는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

(b) 이 항을 실행할 때, 야생 생물 보존 위원회는 민간

토지에 대한 보존 조치나 자발적 서식지 크레딧 교환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들에게 상응하는

보조금을 인센티브로 제공할 수 있다. 상응하는

보조금은 인센티브 프로그램 총 비용의 5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c) 80130항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된 금액 중

삼천만 달러($30,000,000)는 연결성을 개선하고

서식지 구역 간의 장벽을 줄이며 퍼시픽 플라이웨이
(Pacific

Flyway)와 관련된 서식지를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한, 야생 생물 통로와 공지의 획득, 개발,

이 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금액 중 최소 오백만

하기 위한 클래매스-트리니티(Klamath-Trinity) 유역

복원 프로젝트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연어와

무지개 송어를 이롭게 하는 지역적 조치의 파악,

설계 및 실행을 지도하기 위해 과학에 근거한 접근과

측정가능한 목표를 사용하여, 우선순위를 다중투자자

공공 합작 또는 다중투자자 민간 합작, 또는 양자에

의해 지원되는 프로젝트에 두어야 한다.

(e) (1) 80130항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된 금액 중

최소 육천만 달러($60,000,000)는 야생 생물 보호

위원회가 야생 생물 통로나 어로를 개선하기 위한

교통 또는 수자원 기반 시설의 건설, 수리, 변경 혹은

제거를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1)절에 따른 금액 중 최소 삼천만 달러
($30,000,000)는 어류 및 야생 생물부의 무지개

송어 복원 및 관리 계획과 국립 해양 어업 서비스
(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의

남

California 무지개 송어 복원 계획에 부합하는 남
California 무지개 송어의 복원을 위해 어류 및

야생 생물부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무지개 송어

이동의 중요한 장벽을 제거하고 기타 서식지 복원과

관련 기반 시설 개선을 포함하는 프로젝트는 최고

회복, 복원, 보호 및 확대를 위해 이용할 수 있어야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통로를 보호하는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

최소 육천만 달러($60,000,000)는 야생 생물 보존

한다. 이 목에 따른 보조금을 수여할 때, 야생 생물
이 목에서 기술된 금액 중 천만 달러($10,000,000)

는 캘리포니아 물새 서식지 프로그램(California
Waterfowl Habitat Program)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d) 80130항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된 금액 중

최소 이천오백만 달러($25,000,000)는 어류 및
야생 생물부가 강과 범람원의 재연결, 수자원법

79737항 (b)목에 기술된 하안 및 측면 수로 서식지

복원 활동, 어류 및 야생 생물 자원에 중요한 수원림

및 목초지 시스템의 복원 및 보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업 및 야생 생물을 지원하기 위해

강과 개천을 복원하는 프로젝트에 이용할 수 있어야

(f) 80130항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된 금액 중

위원회가 물 공급과 수질을 보호 및 개선하고, 숲

건강을 개선하며, 야생 생물이 처한 위험을 줄이고,

들불이 수질과 물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며,

홍수 방지력을 증가시키고, 하안지나 수생 자원을

보호 또는 복원하기 위해 삼림지, 목초지, 습지,

관목수플지대 및 하안지 서식지를 포함하여 시에라

네바다(Sierra

Nevada)와

케스케이드(Cascade)

산맥에 있는 수원지의 보호, 복원 및 개선을 위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g) 80130항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된 금액

중 최소 삼천만 달러($30,000,000)는 어류 및

야생 생물부가 개천, 강, 야생 생물 보호 구역, 습지
상정된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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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 구역 및 하구에서 어류 및 야생 생물을 위한

(a) 80130항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조건을 개선하는 데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적격한

된 금액 중 삼천만 달러($30,000,000)는 토양

권리나 물에 대한 계약적 권리를 포함하는 토지의

서식지 및 연계된 서식지를 개선함으로써 기후

프로젝트는 자발적 매각인으로부터 물의 획득, 물

획득, 단기나 장기의 물 이전 또는 임대, 어류 및

야생 생물을 위한 물 공급, 수생이나 하안지 서식지

상태의 개선을 포함한다. 이 항을 실행할 때, 어류

및 야생 생물부는 연안수에 우선순위를 두는 어류

복원 보조금 프로그램(Fisheries Restoration Grant

Program)에 따라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다.
(h) 야생

생물

보존

위원회는

우선순위와

(a)목에 따른 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건강, 탄소 격리, California의 농장과 대규모 목장의

적응과 복원성을 개선하고, 물 보유와 흡수, 서식지

가치, 종 보호, 개발 압력을 줄이는 경제적 생존력을

증가시키는, 혁신적인 농장 및 목장 관리 방식과

보호를 계획, 개발 및 실행하는 데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b) 이

항이

적용되는

달러($20,000,000)는

(a) 80130항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된 금액 중 사천만 달러($40,000,000)는 퍼시픽

플라이웨이와 관련된 해안 서식지의 보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

서식지 복원 및 보호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한 기후 변화 적응과 더불어, 상업적 어업에

의존하는 커뮤니티를 비롯한 해안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35650항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해양 보호 신탁 기금(California Ocean

Protection Trust Fund)으로 예치하는 데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b) 이 항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의 35퍼센트는

샌 프란시스코 만 구역 보존 프로그램(21호 4.5장
(31160항에서 시작))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c) 이 항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의 12퍼센트는

주 해안 보존국이 웨스트 코요테 힐스(West Coyote

Hills)가 보존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하는 데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d) 이 항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금액 중 나머지는
31113항에 따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상정된 법안 내용

천만

달러

개선하기 위한 농장과 목장 실무를 촉진하는 데

규정된 것과 같이 주의 기후 적응 전략과 71154항에
80133.

중

건강, 탄소 격리, 침식 통제, 수질 및 물 보유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규정된 주 전체의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

금액

($10,000,000)는 식품농업부가 농업 및 공지 토양

명시하는 전략적 마스터 플랜을 갱신해야 한다.

(i) 이 항에 따라 기금이 조달된 활동은 7115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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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34.

(c) (1) 이 항이 적용되는 금액 중 총 이천만

보존부(Department

of

Conservation)가 9084항과 California 농지 보존

프로그램(California

Farmland

Program)(10.2호(10200항으로

Conservancy

시작))에

따른

조치를 포함한 보존지역권 또는 기타 보존 조치를

통해 경작지와 하안지 통로의 보호, 복원, 또는

향상을 위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이 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기금 중 최대
50퍼센트는 9084항에 따른 농지의 유역 복원 및

보존 프로젝트를 위해 보존부에 할당될 수 있다.
80135.

(a) 80130항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된 금액 중 오천만 달러($50,000,000)는 임업

및 화재 보호부(Department of Forestry and Fire

Protection)가, (c)목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숲의 생태학적 복원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프로젝트는 위험 연료

저감, 화재 후 유역 회복, 산전 입화나 관리 입화, 숲

보존지역권이나 수수료 이익의 획득, 심각한 야생

생물 및 기후 변화와 기타 교란에 대한 숲 복원력을

촉진하는 숲 관리 실무를 비롯한 숲 복원 활동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 임업 및 화재

보호부는 이 항에 따라 할당된 자금으로 지리적

균형을 달성해야 하고, 적절한 경우, 국유지에서의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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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 항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금액 중 30퍼센트

(2) 수수료

징수권이나

보존지역권을

통해

이상은 4799.12항에 따른 도시 임업 프로젝트를

영구적으로 보호되는 공지, 관광 및 공원 기회를

임업 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해 이 목에 따라 할당된

2021년 1월 1일 이전에 퇴장될 예정인 화석 연료

위해 할당되어야 한다. 임업 및 화재 보호부는 도시
자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지리적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이전에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한 현지 조직에
할당해야 한다.

(c) 이 항이 적용되는 금액 중 50퍼센트는 시에라

네바다

유역

Watershed

개선

프로그램(Sierra

Improvement

Program)을

Nevada

실행할

목적으로 이 항에 따른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해 직접 시에라 네바다 보존국(Sierra Nevada

Conservancy)에 할당되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을

위해, 시에라 네바다 보존국은 캘리포니아 타호

보존국 관할구역 내의 프로젝트를 위해 캘리포니아
타호 보존국에 기금을 할당할 수 있다.

80136. 80130항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된 금액

중 사천만 달러($40,000,000)는 캘리포니아 보존
공사(California Conservation Corps)가 현지 및 주

공원을 회복 또는 개선하고, 유역 및 하안 지대, 지역

및 커뮤니티 수준의 연료 하중 감축, 퇴비 응용 및

음식물 쓰레기 관리, 자원 보존 및 복원 프로젝트,

만들기 위해 이 호의 발효일에 이미 퇴장되었거나

발전소의 장소로 사용되던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의
일부를 전환하거나 용도 변경하기.

(3) 과대 도시화 구역에서 재단이나 기타 비영리

조직이 운영하는 과학 센터의 개발, 확대 및 개선을
통해 방문자 경험 향상시키기.

(4) 주 보존국의 관할구역 내에 있지 않는 주

구역에서 개선된 레크리에이션, 관광 및 자연 자원

투자를 통해 공원, 물, 자연 자원의 가치 제고하기.
(5) 다음 중 어떤 것을 촉진, 개발 및 개선하기
(A) 커뮤니티, 시민 또는 체육 장소.
(B) California의

인종

커뮤니티의

기여를

인정하거나 아시아 및 히스패닉 후손을 포함한

이러한 커뮤니티들의 고유 전통을 기념하는 문화

센터나 방문자 센터.

(C) 자연적 풍경, 수생 종, 또는 야생 생물 지주

패턴에 대해 대중을 교육하는 방문자 센터나 비영리

시설이나 자원의 획득, 개발, 복원 및 회복을 위해

수족관.

금액 중 최소 50퍼센트는 14507.5항에 정의된

달러($20,000,000)는 다중 혜택 친환경 기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대로 공인된 현지 커뮤니티 보존 공사에 제공되는
보조금에 할당되어야 한다.
80137.

(a) 80130항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된

금액 중 육천만 달러($60,000,000)는 자연자원국이

다음 중 어떤 것을 하기 위해 현지 기관, 비영리

조직, 비정부 토지 보존 조직, 연방적으로 인정된
미국 원주민 종족, 또는 미국 원주민 유산 위원회가
관리하는 California 종족 참조 목록에 게재된
비연방적으로

인정된

California

미국

원주민

종족에게 제공되는 경쟁 방식 보조금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1) 주 내에서 미국 원주민, 자연적, 문화적 및 역사적

자원을 복원, 보호 및 획득하기.

(b) 이

항에

따른

금액

중

이천만

시설에 대한 투자 또는 저소득 커뮤니티나 심각한

저소득 커뮤니티에 혜택을 주는 데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80140.

11장. 깨끗한 음용수 및 가뭄 대비

(a) 주 의회가 배정하면, 총 이억오천만

달러($250,000,000)는
수자원법
26.7항
5장(Section 79720항으로 시작)에 기술된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b) (a)목이

승인한 기금 중 삼천만 달러
($30,000,000)는 오염된 지하수에 의존하는
커뮤니티에 현지 지표수를 제공함으로써 현지 물
공급을 다양화하고, 자치 시의 지하수 양수를 줄이며,
농업 및 자치 시의 물 공급에 혜택을 주는 샌 조아퀸
상정된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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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San Joaquin River) 수문 단위 내 지역 물 공급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11.1장.

80141.

(a) 주

지하수 지속가능성

의회가

배정하면, 총

팔천만

달러($80,000,000)는 경쟁 방식 보조금을 위한

주 위원회가 음용수원의 역할을 하는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하거나 줄이는 치료 및 교정 활동을 위한

프로젝트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b)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매겨져야 한다.

오염에 책임있는 당사자로부터 회수된 복원 비용의
어떤 몫을 지불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되지만,

책임있는 당사자로부터 회수될 수 없는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지하수 저장 대수층

복원을 위해 기금을 받는 당사자는 오염에 책임있는
당사자로부터 지하수 정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책임있는 당사자로부터

회수된 기금은 운영 및 유지보수를 포함한 치료 및

복원 활동에 자금을 제공하는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다.

(1) 오염 때문에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의

(d) 이

증가를 포함하여, 지하수 오염이 영향을 받는

3차 부틸 에테르), 비소, 셀레늄, 육가크로뮴, 수은,

대체 공급품 취급을 위한 긴급한 필요나 물 수입

커뮤니티의 전체 음용수 공급에 부과하는 위협. 이

절의 목적 상, 취급에는 계속적인 운영과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가 포함된다.

(2) 지하수 오염이 확산될 잠재성과 근처 인구

구역을 위한 불공정한 음용수 공급 및 물 저장.

(3) 완전히 실행될 경우, 해당 프로젝트가 현지 물

공급 신뢰도를 제고할 잠재성.

(4) 해당 프로젝트가 취약하고 많이 사용되는 지하수

유역을 재충전할 기회를 극대화하고, 지하수 공급을

최적화할 잠재성.

(5) 해당 프로젝트가 법원이나 해당 규제 당국이

장에 따른 기금으로 해결될 수 있는

오염원은

질산염,

과염소산염,

PCE(퍼클로로에틸렌),

DCE(다이클로로에틸렌),

MTBE(메틸

TCE(트라이클로로에틸렌),
DCA(디클로로에탄),

1,2,3-TCP(트리클로로프로판), 사염화탄소, 1,4-

디옥산, 1,4-디옥사시클로헥산, 니트로소디메틸아민,

브롬화물, 철, 망간 및 우라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

(e) 이 장에 따라 기금을 받는 프로젝트는 민간, 연방

또는 현지 기금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경쟁 방식 보조금 절차를 따라 선정되어야
한다.

(f) 이 장에 따른 기금 수여를 위해, 총 프로젝트 비용

중 50퍼센트 이상이 현지 분담액으로 요구되어야

책임있는 당사자를 아직 파악하지 못한 장소에서,

한다.

포괄적 환경 대응 책임 보상법(Comprehensive

프로젝트의 경우 포기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

또는 확인된 책임있는 당사자가
Environmental

Response,

1980년 연방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of 1980)(42 U.S.C. Sec.
9605(a)(8)(B)) 105항 (a)(8)(B)에 따라 정립된

국가 우선순위 목록(National Priorities List)에

게재된, 지하수 오염이 있는 것으로 지정된 슈퍼펀드

구역 내에 있는 위기에 처한 도시의 물 공급에 대해

물 공급 신뢰도를 개선하는 것을 포함한 총 정화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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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 장이 승인한 기금은 지하수 저장 대수층

오염 문제를 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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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담액

요건은

저소득

커뮤니티나

경제적으로 곤궁한 구역에 직접 혜택을 주는

(g) 주 위원회는 이 장에 따라 수여되는 보조금으로

자금이 제공되는 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커뮤니티의 지불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h) 이 장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기금의 최소

10퍼센트는 심각한 저소득 커뮤니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할당되어야 한다.

(i) 이 장이 승인하는 기금은 저소득 커뮤니티에

대한 기술적 지원 기금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기금을

상정된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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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는 기관은 소규모 저소득 커뮤니티를 위한

종합적인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j) 정부법 16727항 (a)와 (b)목은 이 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11.5장.

홍수 방지 및 수리

80145. (a) 주 의회가 배정하면, 총 오억오천만
달러($550,000,000)는 홍수 방지와 수리를 위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1) (A) 이 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기금 중
삼억오천만 달러($350,000,000)는 수자원부가
홍수 방지 시설, 제방 개선, 센트럴 밸리의 홍수
피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관련 투자를
위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수자원부는 현지 및
지역 공공 기관에 이 절에 따라 제공되는 자금과
상응하는 금액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B) 이 절에 따른 금액 중 오천만 달러
($50,000,000)는
새크라멘토-샌
조아퀸
삼각지 보존국(Sacramento-San Joaquin Delta
Conservancy) 내에서 제방 수리와 복원을 위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C) 이 절이 적용되는 금액 중 삼억 달러
($300,000,000)는 공공 안전 개선과 측정가능한
어류 및 야생 생물 향상을 달성하는 다중 혜택
프로젝트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수자원부는
센트랄 밸리 홍수 방지 위원회(Central Valley
Flood Protection Board) 및 어류 및 야생 생물부와
다중 혜택 기금의 지출을 조정해야 한다. 적격한
프로젝트는 제방 후퇴, 범람원이나 우회로의 생성 및
강화, 범람원에서의 지하수 재충전 프로젝트, 이러한
프로젝트에 필요한 토지 취득 및 지역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 이 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기금 중 일억 달러
($100,000,000)는 폭우, 이류 및 기타 돌발 홍수
관련 방지를 위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이 목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된 금액 중 일억
달러($100,000,000)는 자연자원국이 도시화된
구역에서 홍수 문제를 해결하는 다중 혜택
프로젝트에 제공하는 경쟁 방식 보조금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적격한 프로젝트는 홍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폭우 포집 및 재사용, 저영향 개발의
계획 및 실행, 도시 개천 및 유역 복원, 침투성 지표면
증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4) (2)절과 (3)절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된
기금은 홍수 피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해야 한다. 해당 프로젝트가 저소득
커뮤니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2)절이나 (3)절에 따라 수여금을 받는 조직은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지 몫으로 제공해야
한다.

(b) 이 장에서 규정된 기금은 삼각지 운송 시설의
설계, 건설, 운영, 완화 또는 유지보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그 비용은 해당
시설의 설계, 건설, 운영, 완화 또는 유지보수로부터
혜택을 보는 물 관련 기관이 책임져야 한다.
11.6장.

가뭄 및 지하수에 대한 지역적

지속가능성과 물 재활용

80146. (a) 주 의회가 배정하면, 총 이억구천만
달러($290,000,000)를
지역적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가뭄 및 지하수 투자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금의 지출은 표층수와 폭우
및 재활용된 물을 이용한 지하수 재충전, 기타 결합적
용도가 있는 프로젝트, 음용수원의 역할을 하는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하거나 정화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제공하는 경쟁 방식 보조금 및 대출을
통한 계획, 설계 및 실행 프로젝트를 포함할 수 있다.
(b) 이 항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된 기금 중 오천만
달러($50,000,000)는 수자원법 79775항에 기술된
목적을 위해 수자원법 26.7호 10장(79770항으로
시작)에 따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80147. (a) 주 의회가 배정하면 총 일억
달러($100,000,000)를 수자원법 26.7호 9장
(79765항으로 시작)에 따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수자원법 79143항의 규정이 이 항에 따라
수여되는 대출이나 보조금에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b) 이 항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된 기금 중 최대
이천만
달러($20,000,000)는
식품농업부가
관리하는 주 물 효율성 및 향상 프로그램(State
상정된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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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Efficiency and Enhancement Program)을

위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12장.

80150.

물 프로젝트를 위한 선지급금

(a) 통합 지역 물관리 계획에 포함되고

실행되는 프로젝트를 위해 이 호에 따른 보조금이

수여되었음을 통지한지 90일 이내에, 지역 물 관리
조직은 프로젝트 제안자가 비영리 조직이거나

저소득 커뮤니티인 경우, 또는 프로젝트가 저소득

커뮤니티에 혜택을 주는 경우, 보조금 기금으로

자금이 조달될 프로젝트들의 목록을 관리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이 목록은 해당 프로젝트들이 채택된

통합 지역 물 관리 계획과 어떻게 부합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다음 정보 전부를 포함해야

한다.

(1) 확인된 각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적 정보.
(2) 프로젝트

제안자(들)가

비영리

조직이거나

저소득 커뮤니티인지에 대한 확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각 프로젝트에 수여되는 기금 수령

조직의 이름.

(3) 각 프로젝트의 예산.

(4) 각 프로젝트의 예상 일정.

(b) (a)목에 따라 프로젝트 정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관리 기관은 다음 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수여액 중 50퍼센트를
선지급금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프로젝트 제안자가 비영리 조직 또는 저소득

커뮤니티이거나, 프로젝트가 저소득 커뮤니티에

혜택을 준다.

(2)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달러($1,000,000) 미만이다.

수여액이

백만

(c) (b)목에 따라 선지급된 기금은 다음 요건을

따라야 한다.

(1) 수령자는 지출될 때까지 그 기금을 무이자

계좌에 예치해야 한다.

(2) 관리 기관이 이 요건을 포기하지 않는 한, 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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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령자는 분기 단위로 관리 기관에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선지급 기금의 지출 및
사용에 관한 회계 보고를 제공해야 한다.

(A) 이 항에 따라 제공되는 선지급 기금이 어떻게
지출되었는지에 대한 항목화.
(B) 이 항에 따라 제공되는 잔여 선지급 기금이
(2)절에 명시된 기간 동안 어떻게 지출될 것인지에
대한 프로젝트 항목화.

(C) 기금이 무이자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과, 만약 그렇다면 기금 예치 날짜와, 해당
되는 경우, 그 계좌에서 기금을 인출한 날짜.
(4) 기금이 지출되지 않은 경우, 사용되지 않은
보조금은 프로젝트 완료 또는 보조금 실시 기간
종료 중 더 빠른 날짜 후 60일 이내에 관리 기관에
반환되어야 한다.

(5) 관리 기관은 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선지급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수령자에 대한
추가적인 요건을 채택할 수 있다.
13장. 재무 조항

80160. (a) 총액
사십억
달러
($4,000,000,000)의 채권과, 80172항에 따라
발행된 모든 차환 채권 금액을 빼고, 이 호에
따라 다른 법률 조항에 의해 승인, 발행, 배정되는
추가적인 채권은 이 호에 표현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고 정부법 16724.5항에 따른 일반
보증채 비용 회전 기금(General Obligation Bond
Expense Revolving Fund)을 상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되고 판매될 수 있다. 판매, 발행,
양도된 채권은 California 주의 유효하고 구속력있는
채무이며, 원금과 이자를 지불할 때가 되면 채권의
원금과 이자 모두를 정시에 지불할 것을 California
주는 전적으로 보증한다.
(b) 주 재무국장은 이 항에 따라 위원회가 승인한
채권을 판매해야 한다. 이 채권은 정부법 16731항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할 결의안에 명시될 약관에 따라
판매되어야 한다.

80161. 이 호에 의해 승인된 채권은 수시로
수정되는, 주 일반 채무 채권법(State General
Obligation Bond Law)(정부법 제목 2 4호파트 3의

상정된 법안 내용

4장(16720항으로 시작))에 규정된 대로 준비, 체결,
발행, 판매, 지불 및 상환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조항
전부가 이 채권과 이 호에 적용된다.

80162. (a) 주 일반 채무 채권법 제목 2 4호 파트
3의 4장(16720항으로 시작)에 따른, 이 호에 의해
승인된 채권의 발행 및 판매를 승인할 목적 만을
위해, 캘리포니아 가뭄, 물, 공원, 기후, 해안 보호
및 공중 야외 활동 보장 재무 위원회(California
Drought, Water, Parks, Climate, Coastal
Protection, and Outdoor Access For All Finnace
Committee)가 이로써 만들어진다. 이 호의 목적 상,
캘리포니아 가뭄, 물, 공원, 기후, 해안 보호 및 공중
야외 활동 보장 재무 위원회는 그 용어가 주 일반
채무 채권법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위원회"이다.

(b) 위원회는 재무이사(Director of Finance),
재무국장(Treasurer)
및
관리자(Controller)로
구성된다. 다른 법률이 어떻게 되어 있든지 상관
없이, 모든 회원은 자신을 대신하는 대리인을
지명하여 마치 그 회원이 직접 참석한 것처럼 모든
목적에 대해 행동하게 할 수 있다.
(c) 재무국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d) 위원회는 다수결로 결의한다.

80163. 위원회는 이 호에 명시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이 호가 승인한 채권의 발행이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지를 결정하고, 만약 그렇다면 발행 및
판매될 채권의 양을 결정해야 한다. 이런 조치를
전향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속적인 채권 발행이
승인되고 판매될 수 있으며, 발행 승인을 받은 채권
전부가 반드시 어떤 한 시점에 판매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80164. 주 일반 채무 채권법의 목적 상, "위원회
(board)"는 정부법 16722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자연자원국장(Secretary of the Natural Resources
Agency)을 의미한다.

80165. 주의 보통 세입 외에, 매년 다른 주 세입
징수와 같은 방식으로 같은 시점에, 매년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지불에 필요한 금액의 총액을 징수해야 한다.
그 추가적인 합계 액을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모든 행동을 하는 것은 세입 징수와 관련하여 법률에
의해 부과된 모든 책임있는 공무원의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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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66. 정부법 13340항에도 불구하고, 이 호의

목적을 위해 다음의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로써
주 재무국의 일반 기금에서 전용된다.

(a) 원금과 이자가 만기가 되어 지불되어야 함에

따라, 이 호에 따라 발행되고 판매되는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매년 필요한 총액.

(b) 회계 년도와 관계없이 전용된, 80169항의

규정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총액.

80167. 정부법 16312항에 따라, "위원회"는

이 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공동자금투자위원회
(Pooled Money Investment Board)가 기업 어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승인된 형태의
중간 기금을 포함하는 대출을 공동자금 투자 계정
(Pooled Money Investment Account)으로부터
해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 금액은 위원회가
결의하여 이 호를 실행할 목적으로 판매를 승인한
미판매 채권 금액에서, 80172항에 따라 승인된
차환 채권을 제외하고, 이 항에 따라 대출되어
아직 상환되지 않은 금액과 80167항에 따른
일반 기금으로부터 인출되어 아직 일반 기금에
반환되지 않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위원회"는 대출을 확보하고 상환하기
위해 공동자금투자위원회가 요구하는 해당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대출된 금액은 이 호에 따라 할당될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80168. 이 호 또는 주 일반채무채권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무국장이 채권에 대한 이자가
지정된 조건 하에서 연방 세무 목적 상 총 소득에서
제외되거나, 연방 세금과 관련된 어떤 이익이 있다는
취지의 채권 자문 의견을 포함하는 채권을 판매하는
경우, 재무국장은 그런 채권의 면세 지위를 유지하고
이 주의 기금을 대신하여 연방 법률 하의 다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연방 법률에 따라 요구되거나
바람직하다면, 투자된 채권 원리금과 그런 원리금에
대한 투자 이익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유지할 수
있고, 연방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리베이트, 벌금
또는 기타 지불금을 지불하기 위해 그런 원리금이나
수익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을 지휘하거나 투자와
그런 채권 원리금의 사용과 관련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상정된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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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69. 이 호를 실행할 목적으로, 재무이사는

위원회가 이 호의 실행을 위해 판매를 승인한
미판매 채권 금액에서, 80172항에 따라 승인된

채권의 환급을 제외하고, 80167항에 따라 대출되어

아직 상환되지 않은 금액과 이 항에 따라 일반

기금으로부터 인출되어 아직 일반 기금에 반환되지

않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또는

수 있으며 그리하여 채권 차환을 승인할 수 있다.

80173. 이 호가 승인한 채권 판매의 수익금은 이

용어가 California 헌법 XIII B조에서 사용된 "세금의

수익금"이 아니므로, 이런 수익금의 지출은 해당
조가 부과하는 제한사항을 따르지 않는다.

금액들)을 일반 기금으로부터 인출하는 것을 승인할

4항. 79772.5항이

예치되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된

79772.5. 어떤

수 있다. 인출된 금액은 이 호에 따라 할당될 기금에

모든 자금은, 이 호를 실행할 목적으로 채권을 판매한
데서 나오는 수익금에서 공동자금 투자 계정에 있는

자금으로 벌어들인 이자와 함께 일반 기금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80170. 이

호에

따라

판매된

채권에

대한

액면초과액과 발생 이자에서 생긴 기금에 예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자원법에

다른

추가되며,

법률에도

그

불구하고,

79772항의 목적을 위해 승인된 미발행 채권 중

팔천만 달러($80,000,000)는 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45호(80000항으로 시작)의

목적을 위해 자금을 제공하도록 재할당되고, 그에

따라 승인, 발행 및 전용되어야 한다.

모든 자금은 기금에 남아있어야 하고, 채권 이자

발의안 69

한다. 단, 액면초과액에서 생긴 금액은 일반 기금으로

수정안 5(결의안 30장, 2017년 법령)에 의해

있다.

그 조의 항 하나를 추가함으로써 California 헌법을

지불을 위한 대금으로 일반 기금에 이체될 수 있어야

이체되기 전에 채권 비용 지불을 위해 사용될 수

80171. 정부법

4장(16720항으로

제목

2의

시작)에

4호

따라

파트

채권

3의

발행

비용은, 만약 있다면, 액면초과액을 포함하는 채권

수익금에서 지불되거나 상환되어야 한다. 채권

2017–2018

정기

회기의

의회

헌법

상정된 이 수정안은 항 하나를 수정하고 조 하나와

명시적으로 수정한다. 따라서 추가되기로 상정된

새로운 조항들은 그것이 새로운 것임을 표시하기
위해 이탤릭체로 인쇄된다.

발행 비용을 채권 판매로부터 받은 액면초과액에서

XIII B, XIX A 및 XIX D

조달된 각 프로그램에 해당 채권 판매에 비례적으로

첫째- 15항은 해당 조항의 XIII B조에 추가되며, 그

지불하지 못하게 되면, 이 비용은 이 호를 통해 자금이
할당되어야 한다.

80172. 이 호에 따라 발행 및 판매된 채권은 주

일반채무채권법의 일부인, 정부법 제목 2의 4호 파트

3의 4장 6조(16780항으로 시작)에 따라 환불될 수

조에 대해 상정된 수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15항. 정부 각 조직의 "제한될 수 있는 배정"은

2017년 도로 수리 및 회계 법(Road Repair and
Accountability

Act

of

2017)이 만든 도로

있다. 이 호에 따른 채권 발행에 대한 주 투표자들의

유지보수 및 복구 계정(Road Maintenance and

발행된 차환 채권의 환불을 위해 발행된 채권의 발행

따른 다른 기금으로 예치된 기타 세입을 포함할 수

승인은 이 호에 따라 원래 발행된 채권이나 이전에

Rehabilitation Account)의 세입 배정, 또는 이 법에

승인을 포함해야 한다. 이 항이 승인한 것과 같이

없다. 어떠한 정부 조직의 어떠한 배정 한도 조정도

의해 허락된 정도까지 그리고 때때로 수정되는

및 복구 계정 또는 이 법에 따른 다른 계정에

차환 채권의 수익금으로 차환된 모든 채권은,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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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되고 있거나 그 계정으로부터 전용되는 세입의

결과로 3항 에 따라 요구되지 않아야 한다.

둘째—XIX A조의 1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1항.

(a) 주

Transportation

의회는

공공

Account),

교통

또는

계정(Public

여하한

승계

계정에서 세입을 빌리지 않아야 하고, 이 조에서

구체적으로 허락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이나
방식으로 이런 세입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b) 주 교통 기금(State Transportation Fund)의

공공 교통 계정 또는 모든 승계 계정은 신탁
기금이다. 주 의회는 공공 교통 계정의 신탁

기금이라는 상태를 변경하면 안 된다. 공공 교통
계정의 기금은 대출될 수 없고, 일반 기금이나 주

재무국의 다른 기금이나 계정으로 이전하면 안된다.

(c) 2001년 6월 1일에 해당 항에 쓰여진 대로, 세입

및 과세 법(Revenue and Taxation Code) 7102항
(a)목을 포함하여 (1)절에서 (3)절까지 명시된 모든
세입은 공공 교통 계정(공공 유틸리티법(Public

Utilities Code) 99310항), 또는 그 승계 계정에
분기 단위 이상 예치되어야 한다. 주 의회는 이런

세입을 (d)목에 기술된 것 이외의 목적으로 임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바꾸거나 전용하거나, 이런 기금의

공공 교통 계정으로의 분기 예치를 연기, 지연, 정지,
혹은 다른 식으로 중단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

(d) 공공 교통 계정의 기금은 교통 계획과 대중 교통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c)목에 기술된

세입은 다음과 같은 할당을 위해 회계년도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회계 관리자(Controller)에게
배정된다.

(1) 2009년 7월 30일에 해당 항에 쓰여진 대로,
공공유틸리티법
50퍼센트.

99315항

(a)~(f)목에

따른

(2) 2009년 7월 30일에 해당 항에 쓰여진 대로,

공공유틸리티법 99312항 (b)목에 따른 20퍼센트.

(3) 2009년 7월 30일에 해당 항에 쓰여진 대로,
공공유틸리티법 99312항 (c)목에 따른 25퍼센트.

(e) (d)목 (1)절의 목적 상, "교통 계획"은 2009년

7월 30일에 해당 항에 쓰여진 대로 공공유틸리티법
99315항 (c)~(f)목에 기술되어 있는목적 만을
의미한다.
(f) 이

조의

목적

상,

"대중

교통(mass

transportation)", "공공 교통기관(public transit)"
및

"대중

교통(public

교통기관(mass

transit)"은

transportation)"과

동일한

갖는다. "공공 교통"은 다음을 의미한다.

"공공

의미를

(1) (A) 일반 공중에게 제공되는 노면 교통 서비스,

42 U.S.C. 12143이 요구하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보완적 보조 교통수단 서비스, 또는 장애인이나

고령자에게 제공되는 이와 유사한 교통 서비스. (B)
고정된 루트를 따라, 수요 대응적이거나 정기적인
이용 방식으로 버스, 철로, 연락선, 또는 기타 운송
수단에 의해 운영됨. (C) 일반적으로 요금이 부과됨.

(D) 2009년 1월 1일에 공공유틸리티법 10호 파트
11의 4장 1조에 그 용어들이 정의되어 있는 모든

교통 지구(transit district), 내포된 교통 지구, 지방
자치 운영자, 내포된 지방 자치 운영자, 적격한 지방

자치 운영자, 또는 교통 개발 위원회, 대중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형성된 공동 권한 기관,
2009년 1월 1일에 해당 항에 쓰여진 대로 정부법

15975항 (f)목에 기술된 기관, 2009년 1월 1일에

해당 항에 쓰여진 대로 공공유틸리티법 99260항,
99260.7항, 99275항, 99400항 (c)목에 따른

기금의 수령자, 또는 2009년 1월 1일에 해당 항에

쓰여진 대로 공공유틸리티법 132353.1항에 정의된
통합 기관이 제공함.

(2) 2009년 7월 30일에 해당 항에 쓰여진 대로
공공유틸리티법 99315항 (a)목에 따라 교통부가
제공하는 노면 교통 서비스.

(3) 2009년 7월 30일에 해당 항에 쓰여진 대로,
공공유틸리티법 99315항 (b)목에서 확인된 것을
포함한 공공 교통기관 자본 개선 프로젝트.

(g) 2018년 1월 1일에 해당 항에 쓰여진 대로,
세입 및 과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
6051.8항과 6201.8 항에 명시된 모든 세입은
상정된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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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분기 단위로 공공 교통 계정이나 그것의
승계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 2018년 1월 1일에
해당 항에 쓰여진 대로, 정부법 16310항과 16381
항에서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주 의회는 이런
세입을 (d)목에 기술된 것 이외의 목적으로 임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바꾸거나 전용하거나, 이런 세입을
공공 교통 계정으로 분기 예치하는 것을 연기, 지연,
정지, 혹은 중단하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

세째—XIX D조가 그 조항에 추가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XIX D조 교통 목적의 자동차 면허 수수료 세입

1항. (a) XIX조 8항에도 불구하고, 세입 및 과세법
2호 파트 5의 6장(11050항으로 시작) 또는 그 승계

규정에 따라 자동차 면허 수수료법(Vehicle License
Fee Law)이 부과한 자동차 수수료에서 생긴 세입은,
법률에 의해 승인된 징수 및 환급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2017년 도로수리 및 회계법 제정 당시 해당
항에 쓰여진 대로 세입 및 과세법 11050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교통 목적 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b) 채권법에 명시적으로 사용을 승인하지 않는

한, (a)목에 기술된 세입은 2016년 11월 8일이나
그 이전에 투표자들이 승인한 주 일반 채무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지급을 위해 사용하면 안 되고,
해당 세입은 그 날 이후에 투표자들이 승인한 주
교통일반채무채권법(state transportation general
obligation bond acts) 상의 원금 및 이자 지급에도
사용하면 안 된다.
(c) 2018년 1월 1일에 해당 항에 쓰여진 대로,

정부법 16310항과 16381항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 의회는 (a)목에서 기술된 세입을
차용해서는 안 되고, (a) 또는 (b)목이 승인하는 것
이외의 목적이나 방법으로 이런 세입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발의안 70

XX조에 대한 수정안

24항이 그 조항의 XX조에 추가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4 항. (a) 온실가스저감예비기금 (Greenhouse
Gas Reduction Reserve Fund)은 이로써 주
재무국의 특별 기금으로 만들어진다.

(b) (d)목에 명시된 기간 동안만, 2006년
캘리포니아 지구 온난화 해결법(California Global
Warming Solutions Act of 2006)(건강 및 안전법
(Health and Safety Code) 25.5호(38500항으로
시작))에 따라 정립된 시장 기반 규정준수 방식에
따른 허가의 경매나 판매로부터 주 공기자원위원회
(State Air Resources Board)가 거둔 모든 자금은
온실가스저감예비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c) 이
헌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일에 적용될 수 있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기록에 입력되는 호명 투표로 각 원의 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가결되는 방식으로 주 의회가
배정하면, 온실가스저감예비기금의 자금은 정부법
16428.8항에 따라 만들어진 온실가스저감기금
(Greenhouse Gas Reduction Fund)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d) (b)목은 2024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온실가스저감예비기금으로부터의 전용을 규정하는
법률의 발효일까지 적용되어야 한다. 그 법률의
발효일 후에는, 시장 기반 규정준수 방식에 따라
거둔 모든 신규 자금은 정부법 16428.8항에 따라
만들어진 온실가스저감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e) 세입 및 과세법 6377.1항은 (b)목에 명시된
자금이 온실가스저감예비기금에 예치되어 있는
동안 발생하는 판매에는 적용되지 않아야 하지만,
(d)목에서 확인된 법률의 발효일에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수정안 1(결의안 105장, 2017년 법령)로 상정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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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으로 수정한다. 따라서 추가하기로 상정된

수정안 17(결의안 190장, 2017년 법령)로 상정된

2017–2018

정기

회기의

의회

헌법

수정안은 항 하나를 추가함으로써 California 헌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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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조항들은 그것이 새로운 것임을 표시하기
위해 이탤릭체로 인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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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8

정기

회기의

의회

헌법

상정된 법안 내용

이 수정안은 그 항들을 수정함으로써 California
헌법을 명시적으로 수정한다. 따라서 삭제되기로
상정된 기존 조항은 지움 표시로 인쇄되고 새 조항은

그것이 새로운 것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이탤릭체로 인쇄된다.

II조 10항과 XVIII조 4항에 대해 상정된
수정안

첫째-그 조항 II조의 10항이 추가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항. (a) 투표 과반에 의해 승인된 주민 발의 법령
또는 주민 투표는 해당 법안이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선거 후 5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주무장관은 그
법안이 표결되는 선거의 결과를 제출하지만, 그
법안은 발효일 이후에 적용된다고 규정할 수 있다.
법령의 일부에 대해 주민 투표 청원이 제출되는
경우, 법령의 나머지는 부분의 발효는 연기되지
않아야 한다.
(b) 같은 선거에서 2 개 이상의 법안 조항이 충돌하는
경우, 가장 많은 수의 찬성표를 받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c) 주 의회는 주민 투표 법령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주민 발의 법령. 주민 발의 법령이 유권자의
승인 없이 수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주 의회는유권자가 승인할 때에만 발효되는
다른 법령으로 주민 발의 법령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d) 주민 발의 법령이나 주민 투표 청원의 회람전에 ,
그 사본이 법률에 의해 규정된 대로 법안의 제목과
요약을 준비해야 하는 법무 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e) 주 의회는 청원이 회람, 제시, 승인되는 방식과
법안이 유권자에게 제출되는 방식을 규정해야 한다.
둘째—그것의 XVIII조의 4항이 수정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항. 상정된
수정이나
개정은
유권자에게
제출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투표 수 과반에 의해
승인되면, 법안이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선거
후 5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 주무장관은 그 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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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되는 선거 결과를 제출하지만, 그 법안은 발효일
이후에 적용된다고 규정할 수 있다. 같은 선거에서
2 개 이상의 법안의 조항들이 충돌하는 경우, 가장
많은 수의 찬성표를 받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발의안 72
2017–2018

정기

회기의

상원

헌법

수정안 1(결의안 1장, 2018년 법령)로 상정된 이

수정안은 항 하나를 수정함으로써 California 헌법을
명시적으로 수정한다. 따라서 추가하기로 상정된
새로운 조항들은 그것이 새로운 것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이탤릭체로 인쇄된다.

XIII A조 2항 (c)목에 대해 상정된 수정안
(c) (a)목의

목적을

위해,

주

의회는

"새로

구성된"이라는 용어가 다음 중 어떤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할 수 있다.

(1) 가동되는 태양 에너지 시스템의 건설 또는 추가.

(2) 이 절의 발효일 후에 건설되거나 설치되는, 주

의회가 정의된 대로, 화재 스프링클러 시스템, 기타

소화 시스템, 화재 감지 시스템, 또는 화재 관련 대피
개선 시설의 건설 또는 설치.

(3) 해당 건설, 설치, 또는 변경이, 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주택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할 목적인

경우, 주택 소유자가 면제를 받을 자격이 되는 단일
가족 또는 복수 가족 주택의 부분 또는 구조적

구성요소에 대한, 이 절의 발효일 및 그 후의 건설,
설치, 제거 또는 변경.

(4) 건설, 설치, 또는 변경이, 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주택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할 목적인

경우, 기존 건물이나 구조물의 일부 또는 구조적

구성요소에 대한, 이 절의 발효일 및 그 후의 건설,
설치, 제거 또는 변경.

(5) 주 의회가 정의한 대로, 2019년 1월 1일 및 그

후에 완료된 빗물 포집 시스템의 건설 또는 추가.

상정된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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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등록

이미 투표 등록을 마치셨다면 재등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성함, 집 주소,
우편 주소를 변경하셨거나 정당을 변경 또는 선택하고자 하시면 재등록하셔야 합니다.

투표 등록은 RegisterToVote.ca.gov에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으며, 국무 장관의 무료
유권자 핫라인 (866) 575-1558으로 전화하시면 우편으로 등록 양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양식은 대부분의 우체국, 도서관, 시 및 카운티 정부 기관, 카운티 선거
사무소, California국무 장관실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부 유권자 등록

선거일 14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 귀하의 카운티 선거 공무원 사무실이나 투표
센터에 가셔서 조건부 투표 등록을 하고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면 www.sos.ca.gov/elections/voter-registration/conditional-voter-reg/를
방문하십시오.

유권자 등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내

Safe at Home 비밀보호 투표인 등록 프로그램: 생명을 위협하는(즉, 가정 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 상황에 처한 특정 유권자들은 비밀보호 투표인 신분 자격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무 장관의 Safe at Home 프로그램 무료 전화 (877) 322-5227로
연락하시거나 www.sos.ca.gov/registries/safe-home/을 방문하십시오.

유권자 정보 보호: 유권자 등록 진술서에 있는 정보는 선거 공무원이 귀하께 투표 장소
위치, 투표 용지에 기재될 사안과 후보자에 관한 정보와 같이 투표 절차에 관한 공식적인
정보를 보내는 데 사용됩니다. 유권자 등록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유권자 정보는 국무 장관의 결정에 따라 공직
후보자, 투표 상정 법안 위원회, 또는 기타 개인에게 선거, 학술, 언론, 정치, 정부 차원의
목적을 위해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카드 상에 기재된 귀하의 운전면허
번호, 사회보장 번호 또는 서명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공개되지 않습니다. 유권자 정보의
사용에 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그러한 정보의 오용이 의심되어 신고하기 원하시면,
국무 장관의 유권자 핫라인 (866) 575-1558으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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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를 기억하세요!
꼭 투표하세요!

투표소는 선거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합니다!

일

월

화

6

7

13

5월

2018년 5월 7일
우편 투표 시작일

수

목

금

토

8

9

10

11

12

14

15

16

17

18

19

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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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4

25

26

27

28

29

3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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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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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수

목

금

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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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7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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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2018년 5월 21일

투표 등록 마감일 “조건부로”
등록하시고 15일 간의 유권자
등록일 마감 후에 귀하의 카운티
선거 사무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 5월 29 일 일

카운티 선거 공무원이 유권자의
우편 투표 용지 신청을 수락하는
마지막 날

2018년 6월 5일
선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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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유권자 등록 상태를 voterstatus.sos.ca.gov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하십시오

공식 유권자 정보 안내서

2018년 6월 5일, 화요일

꼭 투표하세요!
투표소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합니다.

5월 7일

우편 투표 시작일

5월 21일*

투표 등록 마감일

5월 29일

카운티 선거 공무원이 유권자의 우편 투표 용지 신청을 수락하
는 마지막 날

아래의 언어로 된 유권자 정보 안내서의 추가 사본을 원하시면
다음으로 전화하십시오.

English: (800) 345-VOTE (8683)
TDD: (800) 833-8683
Español/Spanish: (800) 232-VOTA (8682)
中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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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VOTE(468683)로 Vote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귀하의 투표 장소 위치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조건부로” 등록하시고 15일 간의 유권자 등록일 마감 후에 귀하의 카운티 선거 사무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 입법부는 동일한 성을 가진 유권자가 한 명 이상 거주하는 주소로 본
안내서를 오직 한 부만 우송하도록 주와 카운티에 인가하였습니다. 추가 사본은 귀하의 카운티 선거 공무원에게
연락하거나 (866) 575-1558로 전화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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