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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줄기세포 연구를 계속하기		
위한 공채 승인.
법률 발의안.14

★  발의안 14 에 찬성하는 주장  ★

★  발의안 14 에 찬성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  ★
발의안	14	에 반대하십시오
엄청난 비용
위의 투표 주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지지자들은 이 발의안의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 비용은 실제로	$73	억으로,	이는 실업률이 급증하고 예산이	
부족하여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엄청난 금액입니다.
실패한 약속
지지자들은 수입과 일자리에 대하여 공허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San	Francisco	Chronicle	은 수년 전	California	유권자에게	
했던 비슷한 약속을 검토했으며	"예측했던 횡재는 없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독립적인 전문가와 뉴스 매체는 발의안	14	가 승인한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게 될 주 관료 체제의 운영 및 투명성에 대한 기록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주 관료 체제는 현재까지	$3	0억을 지출했지만,	단지 몇 개의	
치료법만이 연방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이는 정답이 아닙니다
의학적 연구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질병에	
대한 치유와 치료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발의안	14	는 정답이 아닙니다.
연방 정부와 개인 투자자들이 치료법을 찾기 위해 현재 수십억 달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California	주 납세자는 충분히 할 만큼 했습니다.
발의안	14	에 반대하십시오.
VINCENT FORTANASCE,	M.D.
PATRICK JAMES BAGGOT, M.D.

발의안	14:	줄기세포	치료,	치유	및	생명	구제.	California	전체	
가정의 거의 절반에 줄기 세포 연구,	치료 및 치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질병을 가진 아이 또는 성인이 살고 있습니다.
발의안	14	는 암,	당뇨병,	심장병,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이즈	(HIV/AIDS),	루게릭병,	다발성	
경화증,	겸상 적혈구 빈혈증,	폐 질환,	신장병,	중증 복합형	
면역 부전증,	노인성 실명질환,	유전성 실명질환,	간질,	뇌졸중,	
정신분열증,	자폐증,	기타 정신 건강 및 뇌질환,	COVID-19	와	
같은 전염병에 걸린	California	환자를 위해 치료법을 개발하고	
임상시험을 진행하며 새로운 과학적 돌파구를 달성하는 데 기금을	
계속 지원합니다.
지속적인 성공을 위한 구축:	FDA	가 승인한	92	건의 임상시험	/	
현재까지 의학적 발견	2,900	건.	올해 만료되는	California	의 본래	
줄기세포 기금은 이미	FDA	에서 승인한 만성질환과 상해에 대한	
92	건의 임상시험,	2,900	건 이상의 의학적 발견 등 치료와 치유법	
개발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암,	당뇨병,	심장 질환,	실명,	
에이즈,	루게릭병,	면역 결핍 아동,	마비,	신장병을 포함한 만성	
질환에 대해 연구하고,	환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치료받은	California	환자의 성공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이빙 사고로 몸이 마비된 고등학생이 상반신의	
기능을 회복했습니다.	•	유전병으로 눈이 먼 어머니가 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	면역 체계 기능이 없는 아기가 태어나도록 하는 치명적인	
질병에 대한 치료법이 발견되었습니다.	•	FDA	가 승인한 두 종류의	
치명적인 혈액암에 대한 치료법.	더 많은 환자에 대한 사례는	www.
YESon14.com/successes를 방문하십시오
70	개 이상의 환자 옹호 단체가 지지.	Califonia	대학교,	노벨상	
수상자,	주요 환자 및 의학 옹호자,	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	를 포함하여 다음	70	개 이상의 환자 옹호 단체가	
찬성 표를 지지했습니다.	•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	Leukemia	&	Lymphoma	Society	•	Juvenile	Diabetes	
Research	Foundation	•	The	Michael	J.	Fox	Foundation	
for	Parkinson’s	Research	•	ALS	Association,	Golden	West	
Chapter	•	CURE—Citizens	United	for	Research	in	Epilepsy	
•	One	Mind	•	Immune	Deficiency	Foundation	•	Women’s	
Alzheimer’s	Movement	•	Alzheimer’s	Los	Angeles	
•	Christopher	&	Dana	Reeve	Foundation	for	Paralysis	

•	Cystic	Fibrosis	Research,	Inc.	•	Arthritis	Foundation	
•	Sickle	Cell	Disease	Foundation	of	California	•	Foundation	
for	Fighting	Blindness	•	San	Francisco	AIDS	Foundation
"발의안	14	는 현재까지	California	의 진전을 이루어 왔으며,	실험실	
밖에서의 의료적 혁신을 가속화하여 환자의 삶을 개선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임상시험에 도움을 줍니다."—Dr.	Adriana	Padilla,	
Fresno
환자 접근성 및 가격 적정성 향상.	"Treatment	and	Cures	
Accessibility	and	Affordability	Working	Group"	전문가를	
파견하여 임상시험과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California	주민에게 더 저렴한 치료 및 치유법을 제공하여	
환자와 가족,	간병인을 재정적으로 지원합니다.
경제 및 일자리 회복 추진.	이 기금을 통해 창출된 새로운 수입,	경제	
활동 및 일자리가	California	의 경제 회복에 기여하게 됩니다.	처음	
5	년 동안은 주정부 채권 상환이 없으며,	California	의	줄기세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에는 주정부에서 평균적으로	1	인당 오직	
연간	$5	미만의 비용이 들게 될 것입니다.
엄격한 책임성 투명성 보장.	California	의 감사관이	The	Citizens	
Financial	Accountability	Oversight	Committee	의 의장을	
맡게 되며,	이는 자금 기관의 재정 및 업무 감사를 독립적으로 심사할	
것입니다.	이 기관은	California	의 공개 회의법,	공공 기록법,	정치	
개혁법을 준수합니다.
만성적인 질환과 상태,	부상은 생명을 단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California	주민은 수십억의 의료비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개선하고 수백만	California	주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줄기세포 치료법 개발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야 합니다.
발의안	14	에 찬성하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www.YESon14.com
ANTONI RIBAS, M.D., Ph.D.,	회장
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
CYNTHIA E. MUÑOZ, Ph.D., MPH,	회장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Los	Angeles
ROBERT A. HARRINGTON, M.D.,	의장
Stanford	University	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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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 세포 연구를		계속하기		
위한 공채 승인.

법률 발의안.

발의안

14
★  발의안 14 에 반대하는 주장  ★

★  발의안 14 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  ★

노벨상을 수상한 의학자,	의사 및	70	개의 환자 옹호 단체가 발의안	
14	를 연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찬성 표를 촉구합니다.
	• 줄기세포 연구는 현재 불치병과 부상을 치료할 수 있는 돌파구와	

치료법을 발견하는 의학 발전에 있어 중요한 분야입니다.
	• 미국 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은	California의 성공적인 기록으로 인해 치료법을 개선하고자	
California	의 줄기세포 기금 연구소와 제휴했습니다.
	• 새로운 치료법과 치유에 대한 연구 자금은 세금이 아닌 채권에서	

나옵니다.	주정부 평균 비용은	1인당 연간	$5	미만이며,	California
의 경제 회복	6년차인	2026년까지 주정부에서 지불하지 않습니다.
	• 이 새로운 치료와 치유법은	California	주민의 건강을 회복하고	

의료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California에서 기금 지원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Washington,	DC	에서의 기금 지원은 예측할 수 없고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2,900개가 넘는 의학적 발견과	FDA	에서 승인받은	92
건의 임상시험을 포함하여 수년간 기금 협회의 진행 과정 및	California
의 감사관이 의장을 맡은	Citizen’s	Financial	Accountability	
Oversight	Committee	의 높은 평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일자리 회복 부양책—역사가 입증
Southern	California	대학교 보건 정책 및 경제 센터는	California
의 줄기세포 기금으로 창출된 수억 달러의 신규 수익,	$107	억의	
경제 부양책,	수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검증하는	2019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내력은 발의안	14	가 경제적인 일자리 회복	
부양책을 제공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70개의 환자 옹호 단체,	California	대학교,	과학자,	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	를 포함한 다음 단체가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	Leukemia	&	Lymphoma	Society	•	Juvenile	Diabetes	
Research	Foundation	•	ALS	Association,	Golden	West	
Chapter	•	CURE—Citizens	United	for	Research	in	Epilepsy	
•	One	Mind	•	Immune	Deficiency	Foundation	•	Beyond	
Type	I	•	Women’s	Alzheimer’s	Movement	•	Alzheimer’s	Los	
Angeles	•	Christopher	&	Dana	Reeve	Foundation	for	Paralysis	
•	Cystic	Fibrosis	Research,	Inc.	•	Arthritis	Foundation	•	Sickle	
Cell	Disease	Foundation	of	California	•	Foundation	for	
Fighting	Blindness	•	San	Francisco	AIDS	Foundation
발의안	14	에 찬성하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TODD SHERER, Ph.D.,	CEO
The	Michael	J.	Fox	Foundation	for	Parkinson’s	Research	
LAWRENCE GOLDSTEIN, Ph.D.,	저명한 교수
Shiley—Marcos	Alzheimer’s	Disease	Research	Center,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TRACY GRIKSCHEIT, M.D.,	소아외과 과장
Los	Angeles	아동 병원	

우리는 수십억 달러를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실업률이 급증하고 수백억 달러의 예산이 부족한 경제 위기의	
한복판에서 우리에게는 남아도는 돈이 없습니다.
우리는 발의안	14	의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50	억을 쉽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난	15	년 동안 문제가 있는 주 기관이 부실한 성과를	
위해 지출해 온 거의	$30	억에 추가되는 금액입니다.
San	Francisco	Chronicle	은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나눠주는	
주 기관의 지출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측했던 재정적 횡재는 없었다."	단지	몇	개의	
치료법만이	연방에서	승인되었습니다.
발의안	14	의 지지자가 주장하는	"경제적 영향"의 수치를 믿지	
마십시오.
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주에 본사를 둔 민간 기업에	$1	억 이상의 보조금.
의사도 의학자도 아닌 전	California	의원인 이사회의	시간제	
부의장에게 지난	10	년간	$240	만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발의안	14	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관료 체제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일부는 이 기금을 감독하는 주정부 기관의	"건전성과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Little	Hoover	Commission	은 해당 기관 이사회의 전 의장인	
Robert	Klein	를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있는 문제의 핵심"
이라고 평가했습니다.
Berkeley	의 사회유전학 센터는 발의안	14	가 원래 줄기세포	
발의안의 결함 중 어떤 것도 다루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다른 이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유형의 연구를 후원하기 위해 국립보건원이 연간	$15	억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alifornia	의 많은 사람들을 포함한 민간 투자자와 기업이	
줄기세포를 사용하여 질병을 치료하는데 큰 진전을 이루어 왔으며,	
이에는 세금이 아닌 민간 자금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이 기관이 최근 몇 달 동안	COVID-19	연구자에게 제공한 얼마	
안 되는 보조금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는 이런 전염병 시대에 다른	
우선순위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한 후 유권자들을 오도하려는 명백한	
시도입니다.
발의안	14	는 높은 세금 또는 해고 혹은 두 가지 모두를 의미합니다.
정당에 소속에 되지 않은 입법 분석가의 추정을 인용한 요약을 읽어	
보십시오.	"주 정부가 채권 원금($55	억)과 이자($23	억)를 갚는데	
$78	억의 비용이 듭니다."
우리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발의안	14	에 따라	$78	억의 비용을	
상환하는 것은 엄청난 세금 인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California	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실제로 뛰고 있는	
간호사 및 다른 영웅 수천 명을 해고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발의안	14	에 반대하십시오.	
우리는 수십억 달러를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VINCENT FORTANASCE, M.D.
PATRICK JAMES BAGGOT, M.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