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합니다!

★  ★  ★  ★  ★  빠른 참조 안내서  ★  ★  ★  ★  ★

California 총선거
2020 년 11 월 3일 화요일

특별 공지

	•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합니다.
	• 투표 방법에 관한 안내는 투표 관리자에게 받거나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를 참조하면 됩니다.
	• 새 유권자는 연방법에 따라 신분증이나,	혹은 다른 증빙 서류를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증빙 서류를	
제시하지 않아도 잠정적 투표용지로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 단지 자격이 있는 유권자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 투표 기구의 변조 및 무단 변경은 법에 저촉됩니다.

이 참조 안내서를 분리해서 
소지하고 투표소에 오십시오!
분리할 수 있는 참조 안내서에는		
2020년	11월	3일 투표용지에 나타날		
각자의 주 발의안에 대한 요약 및		
연락처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빠른 참조 안내서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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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참조 안내서
발의안 줄기세포 연구를 계속하기  

위한 공채 승인. 법률 발의안.14
요약	 청원서명에 의한 투표용지 상정
다음을 위한	55억 달러 주 공채 승인:	교육을 포함한 줄기세포 및 기타	
의료 연구;	연구 시설 건축;	행정 비용 충당.	15억 달러는 뇌 관련	
질병에 전임.	상환금은 일반기금에서 충당.	관련 프로그램 확대.	
재정적 영향:	공채 상환을 위해 주 정부 비용이 향후 대략	30년 동안	
매년 약	2억	6천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

반대 발의안	14	에 반대.	
이 경제 및 예산	

위기 때 집행할 여유가 없는	
78	억 달러가 쓰입니다.	30	억	
달러가 이미 집행된 후 경영	
난관에 봉작하고 성과가 부실한	
주 국가기관에 기금을 조달합니다.	
발의안	14	의 부채 부담으로 더	
높은 증세나 간호사,	일차	
응급처치 인력 및 기타 공직자의	
임시 휴직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찬성 발의안	14	기금은	
만성적이고 목숨을	

위협하는 암,	알츠하이머병,	
심장병,	당뇨병,	파킨슨병,	
신장병과 같은 질환의 치료와	
치유의 개발을 촉진합니다.	
2,900	개의 의학적 발견 결과에	
기반,	환자의 접근성 및 비용 감당	
능력 증진,	California	주 경제에	
활력소,	엄격한 책무성 보장.	
의사,	노벨상 과학자,	
70	여 곳의 세계적인 환자 옹호	
기구는	14	호 안에 찬성 투표를	
촉구합니다.

주장

아니오 이 법안의	
반대 투표가	

갖는 의미:	California	에서는	
해당 주에서 이루어지는 줄기세포	
연구 및 신 의료의 개발을 주된	
목표로 하여	55	억 달러의 일반	
채권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예 이 법안의 찬성 투표가	
갖는 의미:	

California	에서는 해당 주에서	
이루어지는 줄기세포 연구 및 신	
의료 개발을 주된 목표로 하여	55	
억 달러의 일반채권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투표가 갖는 의미

찬성
14	에 찬성:	줄기세포 연구,	치료	
및 치유에 찬성하는	California	
주 주민

P.O.	Box	20368
Stanford,	CA	94309
(888)	307-3550
YESon14@CAforCures.com
www.YESon14.com

반대
John	Seiler
P.O.	Box	25683
Santa	Ana,	CA	92799
(714)	376-0109
writejohnseiler@gmail.com

추가 정보

발의안 상업용 및 산업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사정액을 
변경함으로써 공립 학교, 커뮤니티 칼리지 및 지방 정부 
서비스를 위한 자금 자원 증가. 헌법 수정 발의안15

요약	 청원서명에 의한 투표용지 상정
상기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구매 가격이 아닌 현재 시장 가치에	
근거하여 사정함.	재정적 영향:	3백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상업용 부동산의 재산세가 인상되어 지방 정부와 학교에 신규	
자금으로	65억 달러에서	115억 달러가 제공됨.

반대 발의안	15는	
우리의 생활비를	

인상시키고 식품,	휘발유,	전기·
가스·수도,	보육,	헬스케어 등	
우리가 구매하는 모든 것의 비용을	
높이는	125억 달러의 재산세	
증세안입니다.	발의안	15는	
발의안	13의 납세자 보호를	
철회합니다.	발의안	15에 반대!

찬성 발의안	15는 학교	
및 지역사회를	

위해서 부유한 법인에 유리한	
재산세 회피 방법을 없애고,	
중소기업의 세금을 삭감하고,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을	
보호하고,	완전한 투명성을	
요구하고,	수십억 달러를	
회수하는 공정하면서도 균형	
잡힌 개혁안입니다.	간호사,	교사,	
중소기업 사장,	비용 부담이	
가능한 주택마련 지지자 및	
지역사회 기관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주장

아니오 이 법안의	
반대 투표가	

갖는 의미:	상업용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그대로	
동결됩니다.	지방 정부 및 학교는	
신규 기금을 받지 못합니다.

예 이 법안의 찬성 투표가	
갖는 의미:	3백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대부분의	
상업용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지방 정부와 학교에	
새로운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귀하의 투표가 갖는 의미

찬성
Tracy	Zeluff
학교와 지역사회가 최우선-발의안	
15	에 찬성

731	South	Spring	St.
Los	Angeles,	CA	90014
(213)	935-8009
info@schoolsandcommunitiesfirst.org
yes15.org

반대
발의안	15에 반대-재산세 증세	
중지 및 발의안	13	유지

(916)	538-0376
info@NOonProp15.org
www.NOonProp15.org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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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공공분야 고용, 교육 및 계약 결정 시 다양성을 결정 
요인에 포함시키는 것을 허용함. 입법부 헌법 개정. 16

개요	 	입법부에 의한 투표용지 상정
다양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 의사 결정 정책에서 인종,	성별,	
피부색,	민족,	또는 출신 국가를 고려하는 것을 금지한 헌법 조항을	
철폐함으로써 이러한 정책을 허용함.	재정적 영향:	주 및 지방 정부	
기관에 미치는 직접적인 재정적 영향은 없음.	본 법안의 영향은 향후	
주 및 지방 정부 기관의 선택에 달려 있으므로 매우 불확실함.

찬성 정치인은 우리	
헌법에서 인종,	

성별,	피부색,	민족 또는 출신	
국적에 따른 차별과 우대를	
금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편애를 즐겨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마땅히	
기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 있다면	
California	주는 모든	
California	주민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 투표하십시오.

찬성 발의안	16은 모든	
California	

주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확대하여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임금,	좋은 직장 및 우수한 학교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발의안	16은 임금 차별 및 구조적	
인종차별에 맞서서 여성과 유색	
인종을 향해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합니다.	California	여성	
유권자 연맹,	California	
교원단체,	소수집단 기업	
컨소시엄 및 주 고등교육	
지도자의 지지를 받습니다.	
Vote	YesOnProp16.org

주장

아니오 이 법안의	
반대 투표가	

갖는 의미:	공교육,	공공 고용 및	
공공 계약에서 인종,	성,	피부색,	
민족 문화 및 출신 국적에 대한	
현행의 고려 금지는 여전히	
효력을 유지합니다.

예 이 법안의 찬성 투표가	
갖는 의미:	주 및 지역	

법인체는 연방 및 주 법에 따라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교육,	
공공 고용 및 공공 계약에서 인종,	
성,	피부색,	민족 문화 및 출신	
국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투표가 갖는 의미

빠른 참조 안내서

개요	 	입법부에 의한 투표용지 상정
징역형으로 수감된 동안 투표할 권리가 박탈되었던 개인에 대해 징역	
형기를 마친 즉시 투표할 권리를 복원해줌.	재정적 영향:	유권자 등록	
카드와 시스템을 위한 연간 카운티 비용,	주 전체적으로 수십만	
달러에 달할 수 있음.	유권자 등록 카드와 시스템을 위한 일 회 주	
비용,	수십만 달러에 달할 수 있음.

아니오 이 법안의	
반대가 갖는	

의미:	주 가석방으로 나온 자는	
여전히	California	주에서 투표할	
수 없습니다.

예 이 법안의 찬성 투표가	
갖는 의미:	미국 시민권자,	

California	영주권자 및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로서 주 가석방으로	
나온 자는 투표 등록 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투표가 갖는 의미

발의안 징역 형기를 마친 후 투표할 권리 복원. 입법부 헌법 
개정안.17

반대
Ruth	Weiss
Election	Integrity	Project	
California

27943	Seco	Canyon	Rd.	#521
Santa	Clarita,	CA	91350
ruthweiss@eip-ca.com
www.eip-ca.com

추가 정보

찬성
Dana	Williamson
자유 투표,	발의안	17에 찬성
1787	Tribute	Road,	Suite	K
Sacramento,	CA	95815
(916)	382-4686
YesonProp17@gmail.com
Yeson17.vote.

주장

반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의안	17

에 반대 투표:	•	형기를 다 채우기	
전에 가석방 등으로 나온	
폭력범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기	
위한	California	헌법을 개정함.	
•	살인,	성폭행 및 아동 성추행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사회에	
진 빚을 갚기 전에 투표를 허락함.	
•	범죄의 희생자에 대한 정의를	
부정함.

찬성 발의안	17은	
주민이 형기를	

마친 후 투표할 권리를 복원해	
줌으로써	California	주가 다른	
주와 동일한 태도를 취하게	
합니다.	최근의 가석방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형기를 마친 후	
투표권을 회복한 시민은 향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발의안	17에 찬성.

찬성
16	에 찬성,	모든 연합체에	
기회가 돌아감

1901	Harrison	Street,	
Suite	1550

Oakland,	CA	94612
(323)	347-1789
info@voteyesonprop16.org
VoteYesOnProp16.org

반대
Ward	Connerly,	회장
Gail	Heriot	and	
Manuel	Klausner,	공동 의장

평등한 권리를 위해 발의안	16에	
반대하는	California	주민

P.O.	Box	26935
San	Diego,	CA	92196
info@californiansforequalrights.org
https://californiansforequalrights.org/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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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참조 안내서
발의안 만 17세 주민이 다음번 총선거까지 만 18세가 되거나 달리 투표할 

자격이 있게 된다면, 예비 선거 및 특별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캘리포니아 헌법을 개정함. 입법부 헌법 개정안.18

개요	 	입법부에 의한 투표용지 상정
재정적 영향:	주 전체 카운티 비용이	2	년마다 수십만 달러에서	1	백만	
달러 사이로 증가할 수 있음.	주의 일 회 비용이 수십만 달러로 증가.

반대 과학에 입각하고	
법적 일관성을	

원하면 발의안	18에 반대 투표를	
해야 합니다.	아직 어린 십 대	
청소년은 두뇌의 논리 및 추론	
부위가 덜 발달하였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흡연,	음주는 물론	
태닝까지 법으로 금지됩니다.	
그러한 법적 자격은 책임 있는	
투표에 필수입니다.	우리는 투표	
연령을 낮추어선 안 됩니다.

찬성 발의안	18은 생애	
처음 유권자가	

총선거 때 만	18	세가 되는 경우	
전체 선거 주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은 우리 선거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절차에	
평생 참여하는 유권자가 더 많이	
생겨나게 하는 데 일조합니다.

주장

아니오 이 법안의	
반대표가	

갖는 의미:	어떤 유권자든 만	18	
세 미만이라면 어떤 선거에서도	
투표할 수 없습니다.

예 이 법안의 찬성표가 갖는	
의미:	자격이 있는 만	17

세 유권자로 다음 총선거 때까지	
만	18	세가 되는 유권자는 총선거	
전에 치르는 예비 선거와 어떤	
보궐 선거에서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투표가 갖는 의미

개요	 	입법부에 의한 투표용지 상정
만	55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산불 및 재난 피해자인 주택	
소유자가 실거주지의 과세 기준을 대체 거주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함.	가족 간 재산 양도에 대한 과세를 변경함.	화재 예방 서비스	
기금을 설립함.	재정적 영향:	지방 정부는 매년 수천만 달러의 재산세	
수익 증가를 가져올 수 있고,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년 수억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음.	학교 또한 유사한 재산세 이득을 얻을 수 있음.	

아니오 이 법안에	
대한	

반대표가 갖는 의미:	55	세 이상(
또는 기타 적격한 자격을 갖춘 자)	
특정 주택 소유자가 이사 시	
재산세를 절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모든 상속 재산은	
재산세 절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 법안에 대한 찬성표가	
갖는 의미:	모든	55	세	

이상(또는 기타 적격한 자격을	
갖춘 자)	주택 소유자가 이사 시	
재산세를 절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기본	
주택 또는 농지로 사용되는 상속	
재산만 재산세를 절감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투표가 갖는 의미

발의안
특정 재산세 규칙의 변경. 입법부 헌법 개정안. 19

반대
Howard	Jarvis	Taxpayers	
Association

921	11th	St	#1201
Sacramento,	CA	95814
(916)	444-9950
(213)	384-9656
info@hjta.org
www.HJTA.org

추가 정보

찬성
발의안	19에 찬성
(916)	492-5210
info@Yeson19.vote
www.Yeson19.vote.

주장

반대 발의안	19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10억 달러 증세안입니다.	이	
발의안은	1986년 이후로	
California	헌법에 소중히 올려진	
권리로서 부모가 재산세의 어떤	
증세도 없이 자신의 주택과 기타	
재산을 물려줌으로써 부모가 자기	
자신의 자녀를 도울 수있는 최선의	
도구 중 하나를 제거합니다.	
발의안	19에 반대 투표하십시오.

찬성 발의안	19는	
고령자,	중증 장애	

주택 소유자 및 산불화재	
피해자에 부과하는 세금을	
제한하고,	다른 주의 부유한	
투자자가 사용하는 부당한 세금	
회피 수단을 없애고,	발의안	13	
절약 내용을 보호합니다.	장애인	
권리 및 고령자/주택 마련 지지자,	
소방관,	응급의료구조사,	기업 및	
노동계,	민주당 지지자 및 공화당	
지지자와 함께 하십시오.	
YESon19.vote에서 사실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찬성
의회 의원	
Kevin	Mullin

info@caprop18.com
CAprop18.com

반대
Ruth	Weiss
Election	Integrity	Project	
California

27943	Seco	Canyon	Rd.	#521
Santa	Clarita,	CA	91350
(661)	313-5251
info@eip-ca.com
www.eip-ca.com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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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참조 안내서
발의안 현재는 비폭력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특정 범죄에 대한 

가석방 제한. 현재는 경범죄로만 취급되고 있는 특정 범죄에 
대해 중범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승인. 법률 발의안.  20

요약	 청원서명에 의한 투표용지 상정
특정 범죄의 경우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주 범죄에 대한 모든 형기를	
마친 비폭력 범죄자를 위해 제정된 가석방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제한.	재정적 영향:	실행될 경우 주 및 지방 정부의 교정,	법원 및 법률	
집행 비용 증가,	연간 대략 수천만 달러에 달할 수 있음.

반대 발의안	20	은	
교도소 비용 지출	

사기입니다.	California	주에서는	
중대한 강력 범죄에 종신형을	
포함한 무겁고 긴 형벌을 이미	
내리고 있습니다.	교도소	
특별이익 관계자는 여러분에게	
겁을 주어서 교도소에 수천만	
달러를 지출하게 함으로써 재활,	
학교,	정신건강 및 노숙자에 대한	
가혹한 삭감을 강행하도록	
합니다.	

찬성 발의안	20은 유죄	
선고를 받은 아동	

성추행범,	성범죄자 및 강력	
범죄로 인해서 유죄 선고를 받은	
기타 범죄자가 현재 조기 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의 허점을	
차단합니다.	또한,	발의안	20은	
강간,	살인 및 기타 중대 범죄의	
해결에 도움을 주는	DNA	채취를	
확대하며,	절도를 되풀이하는	
상습 절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주장

아니오 이 법안의	
반대 투표가	

갖는 의미:	특정한 절도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이	
가중되지 않습니다.	주에서 특정	
수감자를 감옥에서 조기	
석방하는 절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법 집행 당국은 성인이	
중범죄로 체포되거나 성범죄자	
또는 방화범으로 등록되어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 성인으로부터	
DNA	샘플을 채취할 것입니다.

예 이 법안의 찬성 투표가	
갖는 의미:	특정한 절도	

관련 범죄(상점 상습 절도 등)를	
저지른 자는 가중 처벌(형기 연장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에서	
특정 입소자를 조기 석방하는	
절차에 있어 추가적 요소가	
고려됩니다.	법 집행 당국은 특정	
경범죄로 유죄판결 받은	
성인에게서	DNA	샘플을	
채취하도록 요구합니다.

귀하의 투표가 갖는 의미

요약	 청원서명에 의한 투표용지 상정
지방 정부가	15년 이상 된 주거용 건물에 대해 임대료 통제 규정을	
제정하는 것을 허용함.	지역별 인상률 제한은 주 전체 인상률 제한과	
다를 수 있음.	재정적 영향:	시간에 따라 연간 수천만 달러 상한선에	
달하는 주 및 지방 정부 수익이 전체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지역사회의 대응 형태에 따라 수익 손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오 이 법안에	
대한	

반대표가 갖는 의미:	주 법이 도시	
및 카운티가 적용하는 임대료	
통제법을 현상태로 제한을	
유지하게 됩니다.

예 이 법안의 찬성 투표가	
갖는 의미:	주 법에 따르면	

시 및 카운티에서 현행법보다 더	
많은 재산에 더 많은 종류의	
임대차 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귀하의 투표가 갖는 의미

발의안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지방 정부가 임대료 통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 확대. 법률 발의안.21

반대
info@noonprop21.vote
https://noonprop21.vote/

추가 정보

찬성
발의안	21에 찬성	-	가정에서	
가족을 지키고자 단합된	
임대인과 주택 소유자

6500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28
(323)	962-0140
contact@YesOn21CA.org
www.YesOn21CA.org

주장

반대 발의안	21	은	
Califonia	주의	

주택 위기를 악화시킵니다.	
발의안	21	은 국내에서 주 전역의	
임대차 규제법의 토대를	
약화시키고,	일자리를 앗아가고,	
주택 가격을 떨어뜨리고,	신규	
주택의 건축을 막고,	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호막을 없애는	
한편,	임차인,	고령자,	재향군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찬성 발의안	21	은	
노숙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변화입니다.	발의안	21	
의 찬성 투표는 가정에서 가족을	
지키는 데 필요한 투표입니다.	
선출된 지도자들의 강력한	
연합체,	저렴한 주택 제공자 및	
고령자,	재향군인,	노숙자	
옹호자는 발의안	21이 노숙	
예방에 일조한다는 데에 뜻을	
함께합니다.

찬성
Nina	Salarno	Besselman,	
발의자

발의안	20에 찬성	—	California
를 안전하게 지킴

YesOn20.org

반대
Dana	Williamson
교도소 비용 지출 사기를 막으려면	
발의안	20에 반대하세요

1787	Tribute	Road,	Suite	K
Sacramento,	CA	95815
(916)	382-4686
NoOnProp20@gmail.com
NoProp20.vote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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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참조 안내서
발의안 앱 기반을 둔 운송 및 택배 회사가 특정 운전사에 대해 직원 

혜택을 제공해야 할 의무 면제. 법률 발의안.22
요약	 청원서명에 의한 투표용지 상정
앱 기반 운전자를	"직원"	대신	"독립 계약자"로 구분하고 특정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한 독립 계약자 운전자에게 다른 형태의 보상을 제공함.	
재정적 영향:	차량 공유 및 배달 회사 운전자와 투자자로부터 지급되는	
주 소득세의 경미한 증가.

반대 발의안	22에 반대	
시	Uber,	Lyft	및	

DoorDash	같은 수십억 달러 앱	
기업이	California	법에 따라	
공제를 신청하고 그로 인해	
이익을 보는 일을 차단합니다.	
발의안	22는 병가,	보건,	실업	
수당 등 운전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와 안전 보호책을	
부인합니다.	기업 이윤 중심이며,		
착취당하는 운전사는 권리와	
보호책을 잃습니다.	반대	
투표하십시오.

찬성 발의안	22에 찬성	
시 앱에 기반을 둔	

운전사가 독립 계약자의 길을	
선택하는데 보호를 받으며,	4:1	
비율로 운전사들은 독립을	
지지합니다.		•	승차공유 및 배달	
서비스와 수십만 개의 일자리	
보존	•	운전사에게 신규 혜택,		
소득 보장 제공	•	공공 안전 강화	
•	거의 모든 운전사,	지역사회,	
치안,	중소기업 그룹에서	
압도적으로 지지받음	
•	VoteYesProp22.com

주장

아니오 이 법안의	
반대 투표가	

갖는 의미:	앱에 기반을 둔 승차	
공유 및 배달 회사는 최근의 주	
법에 따라 운전사를 고용하라고	
법원이 지시하는 경우 운전사를	
직원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운전사는 업무 시기와 장소 및	
업무량에 있어 선택의 폭이	
줄어들지만 기업이 종사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표준 혜택과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예 이 법안의 찬성 투표가	
갖는 의미:	앱 기반의 승차	

공유 및 배달 회사는 운전사를	
독립 계약자로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운전자는 업무 시기와	
장소 및 업무량을 결정할 수	
있으나 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표준 혜택과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귀하의 투표가 갖는 의미

요약	 청원서명에 의한 투표용지 상정
투석 치료 동안 의사나 전문 간호사 또는 의사 보조사가 현장에	
상주하도록 요구.	주 정부 승인 없이 진료소의 서비스 축소 금지.	
진료소에서 지급원을 이유로 환자 치료를 거부하는 것 금지.	재정적	
영향:	연간 수천만 달러 하한선에 달하는 주 및 지방 정부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

아니오 이 법안의	
반대 투표가	

갖는 의미:	만성 투석	
진료소에서는 모든 환자 치료	
시간 내내 현장에 의사를	
배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이 법안의 찬성 투표가	
갖는 의미:	만성 투석	

진료소에서는 모든 환자의 치료	
시간 내내 현장에 의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귀하의 투표가 갖는 의미

발의안 신장 투석 진료소에 대한 주 정부 규정 제정. 전문 
의료인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요구. 
법률 발의안.23

반대
발의안	23	에 반대	-	위험한	
고비용 투석 발의안 저지

(888)	424-0650
info@NoProposition23.com
www.NoProposition23.com

추가 정보

찬성
발의안	23	에 찬성:	투석 환자의	
의료 처우 개선

(888)	251-5367
info@YesOnProp23.com
www.YesOnProp23.com

주장

반대 미국간호협회
(American	

Nurses	Association)\California	
의사협회(California	Medical	
Association),	환자 옹호자들은		
발의안	23	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발의안	23은 다수의 지역사회 투석	
진료소가 어쩔 도리 없이 문을 닫게	
할 것이며,	이로써 투석으로	
연명하는	80,000	명에 이르는	
California	주 환자의 목숨이	
위협받게 됩니다.	발의안	23	으로	
인해 의료 비용이 연간 수억 달러	
증가하며,	의사 부족과 응급실	
과밀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NoProposition23.com

찬성 감염 보고를	
요구함으로써 투석	

진료소의 열악한 위생 상태를	
방지합니다.	치료 중에 진료소에	
의사를 머물게 하는 것들을	
포함하는 인력 배치를	
개선합니다.	환자의 보험에 따른	
차별을 중단하게 합니다.	
부촌이든 빈민가든,	농촌이든	
흑인이나 라티노 지역사회든 모든	
진료소를 개선합니다.	환자,	
의료인,	재향군인,	종교 지도자가	
동의합니다:	
YesOnProp23.com

찬성
발의안	22	에 찬성	-	앱에 기반을	
둔 일자리 및 서비스 보존

(877)	581-8711
info@protectdriversandservices.com
www.VoteYesProp22.com

반대
발의안	22	에 반대,	Uber,	Lyft	및	
DoorDash에 급제동 걸기

600	Grand	Avenue	#410
Oakland,	CA	94610
(213)	537-4863
info@nooncaprop22.com
nooncaprop22.com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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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참조 안내서
발의안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법률 발의안.24
요약	 청원서명에 의한 투표용지 상정
소비자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 허용:	비즈니스의 개인 정보 공유 금지,	
부정확한 개인 정보의 수정,	그리고 비즈니스가 정확한 지리적 위치,	
인종,	민족 및 건강 정보를 포함한	"민감한 개인 정보"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 보호국(California	Privacy	
Protection	Agency)	설립.	재정적 영향:	확대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을 위해 연간 주 비용이 최소	$1천만 달러 증가하지만,	
수천만 달러 하한선을 초과할 가능성은 없음.	일부 비용은 법률	
위반에 대한 벌금을 통해 상쇄될 수 있음.

반대 발의안	24	로 인해	
California	주에서	

귀하의 사생활권이 축소됩니다.	
발의안	24는	"개인정보보호 대가	
지불"을 허용하며,		고용주가	
자신에 관해 수집한 기밀 정보를	
근로자가 몇 년을 기다려야 그	
내용을 알 수 있고,	최첨단	
대기업이 근로자의 정보를	
팔아넘기지 못하도록 차단하는게	
더 어려워집니다.	발의안	24	는	
소셜 미디어 기업의 의견을	
바탕으로 비공개로	
작성되었습니다.

찬성 발의안	24	에 찬성.	
개인 사생활 권리	

강화를 위해 부모,	Common	
Sense	Media,	California	
NAACP	및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는 발의안	24에	
찬성표를 던집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하라!	
온라인에서 아동을 보호하라!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하고	
기업이 귀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기업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발의안	24에 찬성!

주장

아니오 이 법안의	
반대 투표가	

갖는 의미:	기업은 기존의 소비자	
데이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여전히	
따라야 합니다.	소비자는 기존의	
데이터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권리를 계속 보유합니다.	주의	
법무부는 이러한 법의 감독과	
집행을 계속합니다.

예 이 법안의 찬성 투표가	
갖는 의미:	기존 소비자	

데이터 개인정보보호법 및 권리가	
확장됩니다.	개인정보보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기업의 변화.	신설	
주 국가기관 및 주 법무부는 주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의 감독과	
집행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게	
됩니다.

귀하의 투표가 갖는 의미

요약	 청원서명에 의한 투표용지 상정
"찬성(Yes)"	투표는 보석 시스템을 공공 안전 및 도주 위험에 근거한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법률을 승인하고	"반대(No)"	투표는 이를	
거부함.	재정적 영향:	재판 전 구치소에서 석방을 허가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절차를 위해 연간 수억 달러 중반에 해당할 수 있는 비용 증가.	
카운티 구치소 비용 감소,	연간 수천만 달러 상한선에 달할 수 있음.

아니오 이 법안의	
반대 투표가	

갖는 의미:	누군가는 여전히 재판	
전에 보석금을 내고 석방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보석금을	
내지 않고도 석방될 수 있습니다.	
석방 조건으로 계속해서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 이 법안의 찬성 투표가	
갖는 의미:	누구도 재판	

전에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지	
못합니다.		대신에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석방이 되거나 혹은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석방이	
되면 법정에 서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된 위험도에 근거합니다.		
누구에게도 석방 조건에 따른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투표가 갖는 의미

발의안 보석금 시스템을 공공 안전 및 도주 위험에 근거한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법률에 관한 주민투표.  25

반대
발의안	25	에 반대	-	불공정하고	
불안전한 고비용 투표 발의안 저지

(916)	209-0144
info@stopprop25.com
StopProp25.com

추가 정보

찬성
발의안	25에 찬성,	보석금의 종말
1130	K	Street,	Suite	300
Sacramento,	CA	95814
(213)	373-5225
info@yesoncaprop25.com
yesoncaprop25.com

주장

반대 발의안	25	의	
작성자는	

Sacramento	정치인들이며	
이로써 보석금 납부에 대한 모든	
California	주민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이 권리를 정부 관료가	
관리하는 컴퓨터 생성	
프로파일링과 관련된 차별적인	
최신 시스템으로 교체하게	
함으로써 납세자는 연간 수억	
달러를 부담하게 됩니다.	발의안	
25	는 불공평하고,	위험하고,	
고비용입니다.	발의안	25에 반대	
투표하십시오.

찬성 발의안	25	에 찬성	
시 보석금은 더	

공정하고,	더 안전하며,	덜 비싼	
절차로 대체됩니다.	현재는 보석	
보증 회사에 대가를 지불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재판 때까지	
자유의 몸이 됩니다.	비용을 치를	
형편이 안 되는 경우	
무고하더라도 감옥에 있어야	
됩니다.	이는 노골적인	
차별입니다.	찬성 투표하십시오.

찬성
Robin	Swanson
Californians	for	Consumer	
Privacy

1020	16th	Street	#31
Sacramento,	CA	95814
(916)	440-0424
info@caprivacy.org
www.caprivacy.org

반대
Californians	For	Real	Privacy
CaliforniansForRealPrivacy.org
mail@RealPrivacyNoOn24.org
(415)	634-0335

추가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