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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투 표 용 지 는

어디에?

California 총선거
2020년 11월 3일, 화요일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합니다!

안전하게�투표하기
C A L I F O R N I A

중

요

정확성 확인서

본인 Alex Padilla는 California 주 국무장관으로서, 여기에 수록된

법안이 2020년 11월 3일 주 전역에서 시행되는 총선거에서 California
주의 유권자들에게 제출될 것이며, 법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2020년 8월 10일 California 주 Sacramento에서
서명 날인했습니다.

Alex Padilla, 주 국무장관

★

공지

상정된 법안 내용의 추가 사본을 원하시면 카운티 선거 사무소에 연락하시거나 (866) 575-1558로 전화하십시오

★

권리 장전
유권자

유권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1

유권자로 등록되었다면 투표할 수 있는
권리 다음과 같은 경우 투표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California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18세 이상의 성인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등록되어 있을 것
현재 주 교도소나 연방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지
않고, 중범죄 유죄 선고로 가석방 중이 아닐 것
• 법원으로부터 현재 투표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지 않았을 것
•
•
•
•

2

3
4
5

귀하의 이름이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등록된 유권자는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이 경우 잠정적 투표용지에
투표하게 됩니다. 선거 관리 공무원이 해당
투표인에게 투표 자격이 있다고 결정하면
해당 투표용지가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미 줄에 서있는 투표자는 투표소가
닫히더라도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거나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에 대한 말을 듣지 않고 비밀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
투표용지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용지에
실수를 한 경우 새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허용되는 사항:
투표장소에서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새
투표용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 사무소 또는 투표장소에서 새것으로
우편투표 투표용지를 교환하거나 혹은
잠정적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6

7

8

9

자신의 고용주 또는 노동조합 대표를
제외하고 귀하가 선택한 사람으로 부터
투표하는 데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California 주에 있는 어떤
투표장소에서도 작성된 우편투표
투표용지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의 선거구에 있는 충분한 수의 사람이
영어 이외에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언어로 된 선거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선거 절차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선거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질문을 받은
사람이 귀하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에게 귀하를 안내해야 합니다.
유권자가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선거
공무원은 답변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0 불법 또는 부정 선거 행위를 선거 관리
공무원이나 주 국무장관실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웹사이트 www.sos.ca.gov
✆ 전화 (866) 575-1558
 이메일 elections@sos.ca.gov

이 중 어떠한 권리가 거부당했다고 생각되시면, 주 국무장관의 비밀 무료 유권자
직통전화 (866) 575-1558로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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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주민발의안은 California 주 헌법 II조 8절의
조항에 따라 주민에게 제출된다.

본 주민발의안은 California 주 헌법에 새 섹션을
추가한다. 새로 상정되는 추가 조항은 그것이 새로운
조항임을 표시하기 위해 이탤릭체로 기입된다.

상정된 법안
제1절.

제목.

본 법안은 "2020 California 학교 및 지역사회
기금법"이라고 한다.

제2절. 발견.
(a) California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미래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뒤처지게 될 것이다. 지금 경제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해,
그리고 California 주민의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는 학교, 커뮤니티 칼리지 및 지역사회에 더
많이 투자하고 소규모 사업체와 신생 사업체를
장려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b) 우리의
경쟁력은
어린이와
교육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에서 시작된다. 수십 년간의
재정 삭감과 기금 부족으로 California 학교들의
상황은 악화되었다. 최근 전국적인 연구에 따르면
California 학교들의 성과는 모든 주들의 중간
이하였다. 최상위권 주들은 California보다
학생당 수천 달러를 더 많이 지출하고 있다.
(c) California의 기금 부족은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교사 대 학생
비율, 지도 상담사 대 학생 비율, 사서 대 학생
비율에서 전국 최하위이다.
(d) 지역사회의 삶의 질 또한 미래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 믿을 수
있는 응급 서비스, 청소년을 거리로부터 보호하는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그리고 잘 관리된
도로에 달려 있다. 우리의 도시, 카운티 및 지역
기관은 저렴한 주택의 부족, 노숙자 증가 그리고
산불 및 기타 재난으로 더욱 심각해지는 위험
요소들로 인한 결과에 직면하고 있다.
(e) 상업용 및 산업용 부동산 재산세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위한 주요 자금원이다. 사실상 다른
모든 주에서는 공정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상업용
및 산업용 부동산을 평가하는 반면, California는
상업용 및 산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재평가
없이 여러 해,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지속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시스템은

남용적인 조세 회피 수법을 조장하고, 학교와
지역사회로부터 기금을 떠나가게 하며, 저렴한
주택의 부족에 기여하며, 사업 경쟁을 왜곡하고
창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f) California의 상업용 및 산업용 부동산에
대한 저평가는 점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다른
주와 국가에서 온 대규모 투자자와 기업 중
다수는 다양한 수법을 사용하여 법률을 어기고
재평가 없이 부동산을 사고 팔아 학교와
지역사회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히고 있다.
(g) 남가주 대학교의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저평가된
상업용 및 산업용 부동산으로 인해 소유자들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지역
재산세를 매년 $110억 이상 회피하고 있다.
(h) California의 비정상적인 상업용 및 산업용
재산세 시스템은 California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입법 분석가 사무소와
California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California의
재산세 시스템은 부동산 소유자가 비어있고 활용도가
낮은 상업용 및 산업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공정한 시장 가치를 기반으로 모든
부동산을 평가하는 혁신 시스템은 새로운 주택 공급을
위한 강력하고 새로운 인센티브를 창출할 것이다.
(i) 모든 상업용 및 산업용 부동산 소유자는 공공 안전
및 인프라와 같은 지역 학교 및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다. 일부 기업들에게는 우리의 학교와 지역사회
지원에
더
많은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경쟁업체들에게는 공정한 시장 가치보다 훨씬 낮게
평가된 부동산에 대해 훨씬 더 낮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재산세 시스템은 불공정하고 반경쟁적이다.
(j) California의 비정상적인 재산세 시스템은
경쟁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사업 투자를 억제한다.
현재 시스템에서 부동산 개선에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재평가와 더불어 더 높은 재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부동산 개선에 투자하지 않는 기업은 계속해서
저평가로 인한 낮은 비용의 혜택을 받게 된다.
(k) California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평가는 일자리와 California
경제에 긍정적인 순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l) 기업의 부동산에 대한 저평가 문제를
개혁한다고 해도, California는 재산세율 1%
제한과 관련된 California 헌법 조항으로 인해
미국에서 기업에 부과하는 재산세가 여전히 가장
낮은 주에 속할 것이다.
(m) 소규모 사업체와 신생 사업체의 성장은 현재와
미래의 California 경제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장비와 집기에 대한 재산세는 새로운 신생 사업체,
상정된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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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체의 및 대기업의 새로운 생산적 투자
의욕을 꺽는다. 저평가된 대형 부동산을 공정한 시장
가치로 평가하도록 요구한다면, 소규모 사업체는
장비와 집기에 대한 재산세를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으며 다른 기업에 대한 세금을 대폭 절감할 수
있어서 학교와 지역사회를 위한 기금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러한 방해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
(n) California에서 저평가된 상업용 및 산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평가는 주로 대기업과 가장
부유한 투자자가 소유한 소수의 부동산에 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시스템에서 허용하는
저평가로 인한 세금 혜택의 거의 80 퍼센트는
부동산의 8 퍼센트에만 적용된다.
(o) 상업용 및 산업용 부동산에 대한 저평가를
종결함으로써 학교, 지역사회 및 경제가 누리게 되는
혜택은 재평가 면제 및 유예를 통해 소규모 사업체를
보호하는 동시에 보다 더 공정한 시장을 조성하고
기업의 장비와 집기에 대한 재산세를 제거하여
소규모 사업을 장려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p) 상업용 및 산업용 부동산에 대한 평가를 공정한
시장 가치로 개혁하면 학교, 지역사회 및 기업을 위한
보다 공정한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이다. 모든 기업은
공정한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수십억 달러를 창출하여
학교와 지역사회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제3절. 목적과 의도.
이 법안에서 다음 사항을 모두 수행하는 것이
California 주 주민들의 뜻이다.
(a) 주택 소유자 및 주거용 임대 부동산에 대한
발의안 13의 보호 조치를 모든 방식으로
유지한다. 이 법안은 과세대상 상업용 및 산업용
부동산의 평가에만 영향을 미친다.
(b) 저평가된 상업용 및 산업용 부동산을 공정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요구하여 학교,
도시, 카운티 및 기타 지역 기관에 증가되고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한다.
(c) 이 법안으로 인한 새로운 세입을 주 정부가
아닌 학교와 지역사회에 분배한다.
(d) 이 법안의 결과로 지역 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에
제공되는 새로운 수익의 일부가 발의안 98을
포함하여 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를 위한 기타 모든
기금에 추가되는 새로운 수익으로 처리되도록 한다.
(e) 모든 교육구와 커뮤니티 칼리지가 이 법안으로부터
추가 기금을 받고, 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에 제공되는
기금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 통제 기금 공식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할당되도록 보장한다.
(f) 이 법안의 결과로 시, 카운티 및 특별 지역구에
제공되는 새로운 수익이 California 전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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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에서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유권자들이
승인한 이전 투표 법안과 일치하는 기타 재산세
수익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배되도록 한다.
(g) 학교, 커뮤니티 칼리지, 시, 카운티 및 특별
지역구가 제공받는 새로운 세입을 공개하고
이러한 세입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쉽게
이해되는 방법으로 어떻게 지출되는지 공개하도록
요구하여 완전한 공공 투명성을 확보한다.
(h) 이 법안은 다음과 같은 조항을 포함하여
과세대상 상업용 및 산업용 부동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1) 모든 주거용 부동산은 면제되므로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은 이 법안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이 법안은 농지에 대한 과세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현행법을 변경하지 않는다.
(i) 모든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율
1 퍼센트제한과 관련된 발의안 13의 헌법 조항을
변경하지 않으며, 따라서 유권자가 이 법안을
승인한 이후에도 상업용 및 산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 재산세는 계속해서 미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j) 소형 상업용 및 산업용 부동산 소유주에 대한
예외 조항을 제공하여 소규모 사업체 부동산
소유주를 위한 안정성을 보장한다. 이 조항의
목적은 소규모 사업체의 실제 소유자에게만
적용되는 예외 조항을 제공함으로써 대형 부동산
소유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외 조항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k) 현재 평가액이 공정한 시장 가치에 얼마나
가까운지, 공정한 시장 가치가 $3백만 이하인
부동산에 대해 소형 부동산 예외 조항 자격이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이 법안의 영향이 부동산마다
다를 것임을 인식하여, 2025-26년 유치권 날짜까지
소규모 사업체 세입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임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추가 시간을 제공하도록
소규모 사업체가 점유 공간의 50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평가를 연기한다.
(l) 소규모 사업체의 장비 및 집기에 대한 사업 유형
개인 재산세를 없애고, 기타 모든 사업체에 대해
연간 $50만의 공제를 제공함으로써 신규 및 기존
기업이 새로운 투자를 하도록 장려한다. 입법부는
이 공제액을 줄일 수는 없지만, 늘릴 수는 있다.
(m) 이미 실제 공정한 시장 가치를 기반으로
평가되고 있는 신생 기업 및 신규 상업용 및 산업용
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모든 상업용 및 산업용
부동산을 실제 공정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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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개선한다. 이의 의도는
모든 기업이 더 공정한 시장에서 경쟁하고 모든
기업이 자신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학교와 지역사회
지원에 각자 자신의 몫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다.
(n) 재산세 행정에 관하여 대책 위원회와 협의한
후 입법부가 저평가된 상업용 및 산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평가를 법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요구하여 카운티 감정인이 새로운
법을 효과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단계적 도입은 2022–23 회계 연도의
유치권 날짜부터 시작하여 몇 년에 걸쳐
이루어진다. 영향을 받는 소유자는 감정인이
재평가를 완료한 회계 연도의 유치권 날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평가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o) 단계적 조항을 통해 영향을 받게 될 저평가
상업용 및 산업용 부동산 소유주가 이 법안으로
인한 납세 증가액을 지불할 합리적인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입법부에 요구한다.
(p) 새로운 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카운티에서 발생하는 실제 직접 행정 비용 회수를
허용한다.

(q) 재산세 공제로 인한 세입 감소분을 주 정부에
상환함으로써 일반 기금 및 주 정부의 기타
기금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r) 주 조세형평국이 재산세 시스템을 계속
감독하여 모든 카운티의 상업용 및 산업용
부동산에 대한 평가가 이 법안에서 요구하는 대로
평등하고 일관적임을 공개적으로 보장하고, 주
조세형평국이 모든 58개 카운티 내에서 이
법안의 효율적인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 전역에 지원을 제공한다.
제4절. 8.7절이 California 주 헌법 제XVI조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8.7절 (a) 이로써 지역 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
재산세 기금은 2020년 1월 1일 해당 법령에
명시된 대로 교육법 421절에 정의된 지역 교육
기관의 지원 및 커뮤니티 칼리지 지역구의 지원을
위해 주 재무국에서 조성되고, 신탁 관리되며,
지속적으로 충당된다. 지역 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 재산세 기금에 예치된 자금은 학교를 위해
신탁 관리되며 다음과 같이 분배된다.
(1) 2020년 1월 1일 현재 법령에서 시행되는 분배
공식 또는 후속 법령에 따라 각 지역구에 대해
계산된 기금에 비례하여 California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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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리지의 이사회는 자금의 십일 퍼센트를를
커뮤니티 칼리지 지역구에 할당한다. 단, 당시의
분배 공식에 따라 지역구에 대해 계산된 총 기금을
초과하는, 교육법 84751절 또는 후속 법령에 따라
계산된 재산세 수입은 지역 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 재산세 기금 중 해당 지역구의 비례 몫에서
차감된다.
(2) 자금의 89 퍼센트는는 교육감이 교육구,
차터 스쿨 및 카운티 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할당한다.
(A) 2019년 7월 1일 해당 법령에 명시된 대로,
교육법 42238.02절을 포함하여 (a) ~ (i)관에 따라
계산된 각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의 총 자금에
비례하여 교육구 및 차터 스쿨에 할당한다. 교육법
42238.02절 (o)관에 따라 "기초 지원 교육구" 또는
"초과 과세 법인"으로서 자격을 갖춘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은 지역 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 재산세
기금의 비례 몫에서 교육법 42238.02절 (j)관에서
계산된 합계액이 2019년 7월 1일 각 해당 조항이
명시한 대로 교육법 42238.02절의 (a) ~ (i)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차감한다.
(B) 2019년 7월 1일 해당 절이 명시한 대로,
교육법 2574절에 따라 계산된 각 사무소의 총
기금에 비례하여 카운티 교육청에 할당한다.
(3) 본 관의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구나 차터 스쿨은 지역 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 재산세 기금이 전년 대비 증가 또는
감소한 것과 동일한 비율로 매년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되는 평균 일일 출석 단위당 백 달러($100)
미만의 지역 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 재산세
기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커뮤니티 칼리지
지역구는 지역 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 재산세
기금이 전년 대비 증가 또는 감소한 것과 동일한
비율로 매년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되는 등록된
풀타임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학생당 백 달러
($100) 미만의 지역 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
재산세 기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b) 어떠한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역 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 재산세 기금에 예치된 자금은 본
조항의 8.6절, (d)관,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절에 명시된 것 이외의 목적으로
입법부, 주지사, 재무이사 또는 감사관이 책정,
반환 또는 이전할 수 없으며, 해당 수익은 일반
기금이나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금의 기타
기금으로 대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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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지역 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 재산세
기금에서, 2020년 1월 1일 해당 조항이 명시한
대로 교육법 421절에서 정의된 대로, 지역 교육
기관과 커뮤니티 칼리지 지역구에 할당된 자금은
교육을 위한 다른 기금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본
조항의 8절 (b)관 (2)항과 (3)항 및 21절의 목적에
따라, 지역 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 재산세
기금에 예치되거나 이 기금에서 할당된 기금은 "
제XIII B조에 따라 책정된 세금의 일반 기금
수익금 및 할당된 지방세 수익금에서 교육구 및
커뮤니티 칼리지 지역구에 제공된 총 할당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XIII A조의 2.5절에 의해
발생한 수익은 본 조항 8절 (b)관 (1)항의
목적으로 본 조항의 8.6절 (c)관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XIII B조에 따라 충당할 수 있는 일반
기금 수익으로 간주하여서는 안 되며 본 조항의 8
절 (b), (e)관의 목적에 따라 1인당 일반 기금
수입을 결정할 때도 고려되지 않는다.
(d) 본 조항의 20절 또는 21절의 목적에 따라 제
XIII A조 2.5절에 의해 발생한 수익은 본 조항의
8.6절 (c)관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XIII B
조에 따라 충당할 수 있는 세금의 일반 기금
수익금으로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

제5절.

8.6절이 California 주 헌법 제XVI조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8.6절. (a) 입법부는 제XIII A조 1절 (a)관에
명시된 세율을 적용하고 제XIII A조 2.5절을
적용한 결과 회계 연도마다 각 카운티에서
발생하는 추가 수익을 결정하기 위해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법령에 따라 방법론을 제공해야 한다.
각 카운티의 추가 세입액에 대한 결정은 본
절에서 요구하는 계산에 사용하도록 매년 카운티
감사관에게 전송된다.
(b) (c), (d), (e)관과 본 관의 (1)항 (B)호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이전한 후, 제XIII A조 1절 (a)관에
명시된 세율을 적용하고 제XIII A조 2.5절을
적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추가 세입은 다음과 같이
카운티 감사관에 의해 할당되고 이전된다.
(1) (A) 첫째, 2020년 1월 1일 해당 장이 명시한
대로, 조세법의 1부 0.5편 6장(95절부터 시작)에
따라 결정된 재산세의 학교 기관의 몫과 동일한
금액으로 본 조항의 8.7절에 따라 발생한 지역
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 재산세 기금에 할당한다.
(B) 본 관의 (1)항 (A)호에 따라 이전하기 전에,
카운티 감사관은 재무이사가 결정한 대로 제XIII조
3.1절에 규정된 면세로 인한 세입 손실로 인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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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의 8절에 따라 교육구 및 커뮤니티 칼리지
지역구 지원을 위한 세금의 일반 기금 수익금의
책정 증가분에 대한 카운티의 몫과 동일한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 추가 일반 기금 충당에 대한
카운티의 몫은 본 관의 (1)항 (A)호에 명시된 할당
이전에 카운티 감사관에 의해 일반 기금으로
이전된다. 본 호에 따라 재무이사가 결정한 금액은
제XIII조, 3.1절에 규정된 면세로 인한 세입 손실에
비례하여 카운티가 매 회계 연도에 배분한다.
(2) 둘째, 2020년 1월 1일 해당 장에 명시한
대로, 조세법의 1부 0.5편 6장(95절부터 시작)에
따라 시, 카운티 및 특별 지역구 사이에 할당한다.
(c) 제XIII조 3.1절 (a)관 및 제XIII A조 2.5절의
시행으로 재산세의 순 증가분에 대한 공제로 인해,
2020년 1월 1일 해당 법률에 명시한 대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일반 기금과 개인
소득세법(조세법 2부 10편[17001절이하]) 및
법인세법(조세법 2부 11편[23001절 이하])이
부과하는 세금에서 파생된 세입의 기타 영향을 받는
주 정부 기금의 삭감을 결정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결정한 삭감 금액은 (b)관에 명시된
할당 이전에 카운티 감사관이 일반 기금 및 기타
영향을 받는 주 정부 기금으로 이전해야 한다. 본
조항의 8절, 20절, 21절에서 요구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본 관에 따라 일반 기금으로 이전된
금액은 제XIII B조에 따라 책정될 수 있는 일반 기금
수익 및 제XIII B조에 따라 책정된 일반 기금의
수익금으로 간주되며 1인당 일반 기금 세입의
계산에 포함된다. 본 관에 따라 이전된 금액은 제XIII
A조 1절 (a)관에 명시된 세율을 적용하고 모든
카운티에 대해 결정된 제XIII A 조 2.5항을 적용하여
각 카운티의 총 추가 세입에 대한 기여도에
비례하여 각 회계 연도에 카운티 간에 배분된다.
(d) (1) 각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는 해당
비용을 확인하는 법령과 일치하는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에서 확인한 대로 제XIII
조 3.1절 및 제XIII A조 2.5절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실제 직접 행정 비용에 대해 매년
보상받는다. 입법부는 본 관의 목적에 따라 실제
직접 행정 비용을 구성하는 것을 법령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비용에는 최소한 평가,
평가 항소, 법률 고문, 세금 할당 및 분배, 제XIII조
3.1절과 제XIII A조 2.5절의 조항에 대한 감사 및
집행 비용이 포함된다. 본 관의 의도는 법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카운티에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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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부는 각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와 주
균등화 위원회이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초기
시작 비용을 법령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법을
시행하기 위해 진행 중인 모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확보될 때까지 해당 착수
비용을 지불하도록 일반 기금을 위한 자금을
책정해야 한다. 이 때 법령은 일반 기금을
상환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e) 각 카운티 또는 시와 카운티는 제XIII A조 2.5
절에 따라 수행된 평가에 대한 수정 결과로 이전
회계 연도에 지불된 재산세의 실제 환급 금액을 매년
환급받는다. 각 회계 연도에 본 관에 따라 환급되는
금액은 제XIII A조 1절의 (a)관에 명시된 세율을
적용한 결과 제XIII A조 2.5절을 적용한 총 부가
세입에 대한 각 카운티의 분담금에서 차감된다.
(f) 모든 지역 교육 기관, 커뮤니티 칼리지,
카운티, 시 및 제XIII A조 2.5절에 따라 창출된
세입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는 카운티, 시, 특별
지역구는 연간 예산, 제XIII A조 2.5절에 따라
회계 연도에 수령한 재산세 세입 금액 및 해당
세입의 지출 방법 등 각 회계 연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그러한 공개는 일반 대중이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서면으로
공개되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6절.

2.5절이 California 주 헌법 제XIII A조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2.5절. (a) (1) 본 조항의 2절에도 불구하고,
2022-23 회계 연도 유치권 날짜 및 이후의 유치권
날짜에 대하여 그렇지 않으면 헌법에 의거하여
면제되지 않는 상업용 및 산업용 부동산의 "전체
현금 가치"는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감정인이 결정한 바와 같이 해당 날짜 기준
해당 부동산의 공정 시장 가치이다. 단, (b)관에
의거하여 입법부가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2) 본 관의 (1)항은 본 절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주거용 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점유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본
절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주거용 자산은 본
조항의 2절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평가되어야
한다. 본 관의 (1)항은 본 절에서 정의되는 바와
같은 상업 농업생산에서 활용되는 부동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본 절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상업 농업생산에서 활용되는 부동산은 본 조항의
2절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평가되어야 한다.
(b) 입법부는 본 절이 시행된 후 즉시 재산세 행정에
관한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여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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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티 감정인 또는 피지명인, 주 조세형평국 위원
또는 피지명인, 본 법의 발의자 또는 피지명인,
납세자 대표 및 입법부 회원 또는 피지명인이
포함된다. 대책 위원회는 구성 즉시 공개적으로
소집되어 목적 및 의도와 일치하는 본 법안의
공평한 이행에 필요한 모든 법적 및 규제적 변경을
검토하고 입법부에 권고해야 한다. 대책 위원회와
함께 논의한 후 입법부는 (a)관의 (1)항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상업용 및 산업용 부동산
재평가의 단계적 도입에 대한 법령으로 규정해야
한다. 그러한 모든 단계적 도입은 2022-23 회계
연도의 유치권 날짜에 개시되어 이후 각 회계 연도
유치권 날짜에 2년 이상 연장되며 각 카운티 내의
전체 상업용 및 산업용 부동산의 일정 비율을
재평가하여 평가 항소의 처리 및 시기에 대한 조항
등 카운티 감정인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량 및 이행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영향을 받는 소유자는
감정인이 재평가를 완료한 회계 연도의 유치권
날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평가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계적 도입으로
재평가된 자산을 소유한 납세자에게도 세금
증가분을 납부해야 하는 합리적인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본 관에 따라 상업용 및 산업용 부동산을 최초
재평가한 이후 해당 상업용 및 산업용 부동산은
입법부가 정한 바에 따라 3년 이상마다 주기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 기존 법령에도 불구하고,
입법부는 카운티 감정인과 협의하여 본 절에 따라
자산 재평가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공청회 항소
절차를 개발하며, 이 절차는 다음에 부합해야 한다.
(1) 절차에서는 지정된 기간 내에 가치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을 자동으로 수락하지 않아야 한다.
(2) 절차에서는 납세자가 자산이 적절한 가치를
갖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3) 절차에서는 납세자가 지역 평가 항소 위원회
이전의 최초 신청에서 모든 항소와 관련된 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4) 절차에서는 평가 항소 위원회와 같은 행정
심리 기관의 결정이 사법 심리의 대상인 경우
법률 사안에 대한 새로운 사법 심리만 대상이
되며 가치 평가를 포함한 사실 문제는 실질적인
증거 기준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
(c) 본 절의 목적에 따라:
(1) "상업용 및 산업용 부동산"이란 상업용 또는
산업용 자산에서 이용되는 모든 부동산, 또는
주거용으로 구역이 지정되지 않고 상업
농업생산에서 이용되지 않는 유휴지를 의미한다.
상정된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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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항의 목적에 따라, 유휴지에는 공지, 공원이나
레크리에이션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과학,
문화 또는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의도로
기본적으로 구조물이 없는 토지로 이용되거나
이를 보호하는 부동산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2) "복합 용도 부동산"이란 주거용 및 상업용 또는
산업용 이용이 모두 허용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
(3) "상업용 농업 생산용으로 이용되는 부동산"
이란 상업용 농산품을 생산하기 위해 이용되는
토지를 의미한다.
(4) (A) "주거용 자산"에는 주거용 자산에서
이용되는 부동산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1인 가구
및 다세대 가구가 모두 포함되고 그러한 가구가
구성되거나 위치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B) 입법부는 상업용 또는 산업용으로 구역이
지정되었지만 장기 주거용 자산으로 이용되는 모든
자산은 (a)관 (2)항의 목적에 따라 주거용으로
분류됨을 법령으로 규정해야 한다. 복합 용도
부동산의 경우, 입법부는 상업용 및 산업용 용도로
이용되는 자산의 부분만 (a)관의 (1)항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재감정의 대상이 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입법부는 또한 홈 오피스, 재택 사업 또는 단기
임대와 같은 주거용 자산의 제한적인 상업적 이용이
(a)관 (2)항의 목적에 따라 주거용으로 분류됨을
법령으로 정의 및 규정해야 한다. 입법부는 자산의
평방 피트 또는 가치 중 75 퍼센트 이상이 주거용인
복합 자산은 재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d) (1) 본 관의 (2)항에 따라, (a)관 및 (b)관에
의거하여 재감정 시, 공정 시장 가치가 삼백만
달러($3,000,000) 이하인 각 상업용 및 산업용
부동산은 (a)관의 (1)항에 따라 재평가 대상이
아니며 본 조항의 2절에 의해 요구되는 바와 같이
감정해야 한다. 주 조세형평국의 결정에 따라 본
항에서 명시되는 금액은 2025년 1월 1일부터 2
년마다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주 조세형평국은 카운티 간의 평균 상업용 및
산업용 시장 가치 차이를 고려하여 각 카운티에
대하여 별도로 조정치를 계산해야 한다.
(2) 본 관의 (1)항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본 관의 (1)항에 명시된 제외가 적용되는
부동산은 (a) 해당 부동산의 직간접 수익
소유자가 주 내에 위치한 기타 상업용 또는
산업용 부동산에 대한 직간접 수익 소유 이익을
소유하고 대상 자산을 포함하여 해당 부동산의
집계 공정 시장 가치가 삼백만 달러($3,000,000)
를 초과하는 경우 (a)관의 (1)항에 따라 재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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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어야 한다. 주 조세형평국의 결정에
따라 본 항에서 명시되는 금액은 2025년 1월 1
일부터 2년마다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3) 본 관에 따른 모든 공정 시장 가치 결정은
자산이 위치한 카운티 시 감정인에 의해
결정되며, 카운티 감정인의 해당 결정은
결정적이며 재량권 남용에 대해서만 사법 심리의
대상이 된다.
(4) 본 관 (1)항의 예외에 해당하려면, 부동산
소유주는 위증 시 처벌이 부과된다는 조건 하에
카운티 감정인에게 재평가에서 면제를 받기 위한
본 관의 (1)항 및 (2)항에서 요구되는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매년 신청하고 입증해야 하며 해당
입증과 관련하여 카운티 또는 주의 감사 대상이
된다. 주 조세형평국은 주를 대리하여 모든
감사를 실시할 권한을 갖는다.
(5) 본 관의 (1)항에 따라 재평가에서 제외되는
모든 부동산은 본 관의 (1)항 및 (2)항에서
부과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해당 부동산의 직간접 수익
소유주와 관련한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카운티 감정인에게 새롭게 신청 및 입증해야 한다.
(6) 본 관의 (1)항에 따라 재평가에서 제외되지
않았음을 알게 된 납세자의 모든 항소는 (b)관에
따라 공청회 항소 절차의 대상이 된다.
(e) (1) 상업용 또는 산업용 부동산 점유 평방
피트의 50 퍼센트 이상을 본 관 (4)항의 정의와
같은 소규모 사업체가 점유하는 경우, (a)관 (1)
항의 조항은 2025-26 회계 연도의 유치권 날짜
이전에는 발효되지 않는다. 단, 본 항에 의거하여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이 2025-26 회계
연도 이후의 유치권 날짜에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입법부가 (b)관에 따라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이후 유치권 날짜부터 재평가되어야 한다.
(2) 본 관 (1)항에 따른 연기 자격 요건을
충족하려면, 자산 소유주는 재평가 연기와
관련하여 본 관 (1)항에서 요구되는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위증 시 처벌 조건에 따라 카운티
감정인에게 매년 주장 및 입증해야 하며, 자산
소유주는 해당 입증과 관련해서는 카운티 또는
주 조세형평국의 감사 대상이 된다.
(3) 본 관 (1)항에 따라 재평가가 연기된 모든
부동산은 본 관 (1)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연기 대상이 되며 해당 부동산 직간접

상정된 법안 내용

소유주와 관련하여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카운티 감정인에게 새롭게 주장 및 입증해야
한다. 연기 종료 시, 해당 자산은 (a)관 (1)항의
대상이 된다.
(4) 본 관의 목적에 따라, "소규모 사업체"에는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체만 포함된다.
(A) 정규직에 해당하는 연간 직원 수가 50명
미만이다.
(B) 기업이 독립적으로 소유 및 운영되어 기업
소유 이익, 경영 및 운영이 외부 출처, 개인 또는
다른 기업에 의해 관리, 제약, 변경 또는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
(C) 기업은 California에 위치한 부동산을
소유해야 한다.
(f) 본 절의 목적에 따라, 신청 시점에 유효한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방식으로 평가 또는
재평가를 줄이거나 연기하는 제외 또는 분류의
연간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은 해당 연도에 대한
제외 또는 분류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g) 제XVI조 8.6절의 (a)관에 따라 입법부가
명시한 방법을 사용하여, 조세법의 97.70절에 따라
단체의 차량 면허 수수료 조정액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 카운티 또는 시와 카운티 내의 총 과세
대상 평가 가치의 백분율 변동은 본 절의 적용으로
인한 추가 평가 가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h) 제XVI조 16절 또는 기타 법에도 불구하고, 본
절의 적용으로 인한 추가 평가 가치는 증세로
처리하기 위한 세금 분할 또는 성장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전환되지
않아야 한다.
7절.

3.1절이 California 주 헌법 제XIII조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3.1절. (a) (1) 사업 목적으로 이용되는 기업
자산 및 설비 등 유형의 개인 자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각 납세자에게는 다음이 적용된다.
(A) (i) 제XIII A조 2.5절 (e)관의 (4)항에 정의된
바와 같은 소규모 사업체 납세자의 경우, 사업
목적으로 소유 및 이용하는 모든 유형 개인
자산은 과세에서 면제된다.
(ii) 납세자는 면제와 관련된 본 호에서 요구되는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위증 시 처벌 조건 하에
카운티 감정인에게 매년 신청 및 입증해야 하며
해당 신청은 해당 입증과 관련하여 카운티 또는
주의 감사 대상이 된다.

발의안 15 계속

(B) 본 관 (1)항의 (A)호에 따른 납세자를
제외하고, 납세자당 최대 오십만 달러($500,000)
의 결합 유형 개인 자산 및 설비는 과세에서
면제된다.
(2) 항공기 및 선박은 본 면제 대상이 아니다.
(3) 입법부는 본 관에 명시된 면제 금액을
낮추거나 적용을 변경해서는 안되지만, 본 조항의
2절에 나열된 권한에 따라 본 관의 (1)항의 (B)
호에 명시된 면제 금액을 높일 수 있다.
(b) 입법부는 모든 자회사, 지주사 또는 모기업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관련 단체가
본 절의 목적상 단일 "납세자"로 간주됨을 법령에
의해 명시해야 한다.
8절.

15

16절이 California 주 헌법 제XIII B조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16절. (a) 본 조항의 목적에 따라, "세금 수익"
에는 제XIII A조 2.5절에 의해 창출되는 추가
세입이 포함되지 않는다.
(b) 본 조항의 목적에 따라, 각 정부 기관의
제한에 따른 세출에는 제XIII A조 2.5절의
집행으로 인해 징수된 추가 세입의 세출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9절. 발효일.
본 법안은 2022년 1월 1일 발효되지만, 제XIII조
3.1절의 (a)관은 2024년 1월 1일에 발효되고 제
XVI조 8.6절의 (d)관 및 제XIII A조 2.5절의 (b)
관은 본 법안의 통과 즉시 발효되어야 한다.
10절. 분리 가능성.
이 법의 조항은 분리가 가능하다. 관할 법원의
결정으로 이 법의 절, 관, 항, 조, 문장, 구절, 단어 또는
적용의 일부가 무효화된 경우, 그 결정은 이 법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alifornia 주 주민들은 이 법령의 일부 또는 적용이
이후에 무효로 선언될 것일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무효 또는 위헌이라고 선언되지 않은 이 법령과
모든 부분, 절, 관, 항, 조, 문장, 구절, 단어 또는
적용을 채택할 것임을 선언한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본 법의 7절은 본 법의 6절에서 분리할 수 없다.
11절. 자유해석주의.
이 법은 이 법의 3절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유롭게 해석되어야 한다.

상정된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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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16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California
주 헌법을 명시적으로 개정한다. 따라서
2019–2020 정기 회기의 의회 헌법 개정안 5( 삭제되기로 상정된 기존 조항은 취소선 서식으로
결의안 23장, 2020년 법령)로 상정된 본 기입되고 새 조항은 그것이 새로운 것이라는 것을
개정안은 절 하나를 폐지함으로써 California 주 표시하기 위해 이탤릭체로 기입된다.
헌법을 명시적으로 개정한다. 따라서 폐지가
상정된 기존 조항들은 취소선 서식으로 기입된다. 제II조에 상정된 개정안

16
17
18
19

제I조에 상정된 개정안
제I조의 31절은 폐지된다.

첫째—제II조의 해당 2절이 개정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절. (a) 이 주에 거주하는 18세의 미국 시민이
31절. (a) 주 정부는 공공 고용, 교육 및 계약 결정 투표할 수 있다.
시 인종, 성별, 피부색, 민족, 또는 국적을 근거로
개인이나 그룹을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b) 4절에서 명시한 대로 주 또는 연방 징역 형기
동안 투표권을 상실한 유권자는 징역 형기가
(b) 본 절은 해당 절의 발효일 이후에 취해진 끝나면 투표권이 회복될 권리를 갖는다.
조치에만 적용된다.
둘째—제II조의 4절이 개정되며, 그 내용은
(c) 본 절의 어떠한 내용도 공공 고용, 공공 교육 다음과 같다.
또는 공공 계약의 정상적인 운영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성별에 근거한 진정한 자격을 금지하는 4절. 입법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절한
관행을 금지하고, 정신적으로 무능력하거나
것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한다.
중범죄 유죄 판결에 대해 주 또는 연방 교도소의
(d) 이 절의 어떠한 내용도 본 절의 발효일 현재 형기를 채우고 있는 수감 중이거나 가석방 중인
유효한 법원 명령 또는 동의 판결을 무효화하는 선거인의 실격을 규정해야 한다.
것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한다.
(e) 본 절의 어떠한 내용도 연방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을 설정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이
경우 부적격하면 주정부에 대한 연방 기금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발의안 18

2019–2020 정기 회기의 상원 헌법 개정안 4(
결의안 30장, 2020년 법령)로 상정된 이
개정안은 조항 하나를 개정함으로써 California
주 헌법을 명시적으로 개정한다. 따라서
(f) 본 절의 목적 상, "주"에는 주 자체, 시, 카운티, 추가하기로 상정된 새로운 조항들은 그것이
시 및 카운티, California 대학교 등의 공립 대학 새로운 것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이탤릭체로
시스템, 커뮤니티 칼리지 지역구, 교육구, 특별 기입된다.
지역구 또는 주 내의 기타 모든 정치 지부 또는
제II조에 상정된 개정안
정부 기관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g) 본 절의 위반에 대해 유용한 구제책은 피해 제II조의 해당 2절이 개정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당사자의 인종, 성별, 피부색, 인종 또는 국적과 같다.
관계없이 그 당시의 California 차별 금지법 2절. (a) 이 주에 거주하는 최소 18세 및 그
위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제책과 동일하다.
이상의 연령의 미국 시민이 투표할 수 있다.
(h) 본 절은 자체적으로 실행된다. 본 절의 일부가 (b) 17세이며 이 주에 거주하고 다음 총선 시점에
연방법 또는 미국 헌법과 충돌하는 경우, 본 절은 18세 이상이 되는 미국 시민은 18세 이상의 투표
연방법 및 미국 헌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자격을 충족하는 다음 총선 이전에 실시되는 예비
범위까지 시행되어야 한다. 무효화된 모든 조항은 선거 또는 특별 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
본 절의 나머지 조항과 분리될 수 있다.

발의안 17

발의안 19

2019–2020 정기 회기의 상원 헌법 개정안 11(
2019–2020 정기 회기의 의회 헌법 개정안 6( 결의안 31장, 2020년 법령)로 상정된 이
결의안 24장, 2020년 법령)으로 상정된 이 개정안은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California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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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19 계속

헌법을 명시적으로 개정한다. 따라서 추가하기로 (A) 과세 가치가 원래 실거주지와 같거나 그
상정된 새로운 조항들은 그것이 새로운 것이라는 이하인 대체 실거주지로 이전되는 경우, 대체
것을 표시하기 위해 이탤릭체로 기입된다.
실거주지의 과세 가치는 원래 실거주지의 과세
가치로 간주된다.

제XIII A조에 상정된 개정안

첫째—본 법안은 고령자, 중증 장애인, 가정 및
산불 또는 자연 재해 피해자를 위한 주택
보호법이라고 칭한다.
둘째—2.1절은 해당 XIII A조에 추가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절. (a) 고령자, 중증 장애인, 산불 및 자연
재해 피해자 및 가족의 기본 거주지에 대한
재산세 인상 제한. 본 절을 제안하는 입법부와
채택하는 사람들의 의도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나 의료 치료가 필요하고 요구 사항에
보다 적합한 작은 크기의 집을 찾거나 손상된 집을
수리하고 화재 보호 및 긴급 대응을 위한 전용
자금을 통해 주택에 대한 산불로 인한 손해 제한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 산불 또는 기타 자연 재해
피해자 또는 55세 이상 고령자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에 대한 불공정한 위치 제약을 제거하여 주
거주지에 대한 재산세 인상을 제한한다.
(2) 동부 해안 투자자, 유명인, 부유한 비
California 거주인 및 신탁 상속인이 활용하는
불공정한 조세 허점을 제거하여 그들이
California에 소유한 별장, 소득 자산 및 해변
임대 주택에 공정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부모와 조부모가 주 거주지로 계속해서 사용할
목적으로 자녀 또는 손자에게 주택을 증여할
권리를 보호하여 주 거주지로 사용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증세를 제한한다.
(b) 노령층, 중증 장애인, 산불 및 자연 재해
피해자를 위한 재산세 공평성 2021년 2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이 헌법 또는 다른 법의 기타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령에서 규정한 해당 절차 및 정의에 따라
55세 이상인 자, 중증 장애인, 산불 또는 자연재해
피해자는 대체 실거주지의 소재지나 가치에
상관없이 실거주지의 과세 가치를 이 주 내 어느
곳에든 소재하고 있는 대체 실거주지로 이전할 수
있다. 이 대체 실거주지는 원래 실거주지가
매각된 후 2년 이내에 그 사람의 주 거주지로
구매되었거나 새로 건설된 건물이다.
(2) 본 관의 목적에 따라:

(B) 원래 실거주지보다 가치가 큰 대체
실거주지로 과세 가치를 이전하는 경우, 대체
실거주지의 과세 가치는 원래 실거주지의 전체
현금 가치와 대체 실거주지의 전체 현금 가치
간의 차이를 원래 실거주지의 과세 가치에
합산하여 계산한다.
(3) 55세 이상이거나 중증 장애인인 실거주지의
소유자는 본 관에 따라 3번 이상 실거주지의 과세
가치를 인도할 수 없다.
(4) 본 관에 따라 실거주지의 과세 가치를
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체 실거주지가 위치한
카운티의 감정인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신청서는 2020년 1월 1일에 해당 절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최소한 세입 및 과세법 69.5절 (f)관 (1)
항에 명시된 것과 비슷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c) 가정 주택에 대한 재산세 형평성. 이 헌법의
다른 조항 또는 기타 법에도 불구하고, 2021년 2
월 16일부터 시작하여 그 이후에는 다음이
적용된다.
(1) 2절 (a)관의 목적에 따라, "매입"과 "소유권
변경"이라는 용어는 해당 주택이 양수인의 가정
주택인 경우, 입법부에서 정의한 대로 부모와
자식 간에 양도자의 가정 주택을 매입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본 관은 자발적
양도와 법원 명령 또는 법 시행령에 따른 양도에
모두 적용된다. 양수인의 가정 주택에 대한 새
과세 가치는 다음 두 가지를 합한 총액이 된다.
(A) 양수인이 구매 또는 양도받기 직전 날짜로
결정된, 2절 (b)관에 의해 승인된 조정 대상인
가정 주택의 과세 가치.
(B) 다음 금액이 적용:
(i) 양수인이 구매하거나, 양도받을 때 가정
주택의 평가액이 (A)호에 명시된 과세 가치와
백만 달러($1,000,000)를 합한 금액보다 적으면,
영 달러 ($0).
(ii) 만약 양수인이 구매 또는 양도받을 때 가정
주택의 평가액이 (A)호에 명시된 과세 가치 합계에
백만 달러($1,000,000)를 더한 금액과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 양수인이 구매 또는 양도받을 때
상정된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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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주택의 평가액이 (A)호에 명시된 과세 가치의
합계에서 백만 달러($1,000,000)를 뺀 금액.
(2) 구매 또는 양도날의 기준으로 조부모의
자녀로서 자격을 갖춘 손주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제 (1)항은 조부모와 손주 간의 가정 주택
구매 또는 양도에도 적용된다.
(3) (1)항과 (2)항은 가족 농장의 매입 또는
양도에도 적용된다. 이 항의 목적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서 "가정 주택"을 언급하는 것은 "
가족 농장" 대신 언급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4) 2023년 2월 16일에 시작해서 그 이후 매년 2월
16일 마다 주의 조세형평위원회는 연방 주택
금융청이 결정한 이전 연도의 California의 주택 가격
지수의 백분율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에
있어 제 (1)항에서 명시된 백만 달러($1,000,000)를
조정해야 한다. 주의 조세형평위원회는 본 항이
요구하는 조정 사항을 계산하여 발표해야 한다.
(5) (A) (B)호에 따라, 가정 주택의 구매 또는
양도에 있어서 이 절에서 제공하는 재산세 혜택을
받기 위해, 양수인은 소유자의 면제 또는
상이군인의 면제를 가정 주택 구매 또는 양도 시
청구해야 한다.
(B) 소유자의 면제 또는 상이군인의 면제를 가정
주택 구매 또는 양도시 청구를 하지 못한 양수인은
일 년 이내에 가정 주택 구매 또는 양도에 대한
소유자의 면제나 상이군인의 면제를 청구하여 이
절에 규정된 재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양도일과
소유자의 면제 또는 상이군인의 면제를 양수인이
청구하는 날 사이에 과거에 연체하였거나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자격이 있다.
(d) 2절 (h)관은 2021년 2월 15일 이전에 구매
또는 양도한 경우에 적용하되, 해당일 이후
일어난 구매 또는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절
(h)관은 2021년 2월 16일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e) 이 절의 목적에 따라:
(1) "상이군인의 면제"는 XIII조 4절의 (a)관에
의해 승인된 면제이다.
(2) "가족 농장"의 의미는 2020년 1월 1일에
제정된 절에서 정의한 대로 정부 규정의 51201
절에서 정의된 용어로, 경작 중이거나 목초지나
방목용으로 사용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부동산을 의미한다.
(3) "가족 농장"은 XIII조 3절 (k)관에서 사용된
용어로 "주 거주지"와 같은 의미이다.

12 | 상정된 법안 내용

발의안 19 계속

(4) "전체 현금 가치"는 2절 (a)관에서 정의한
것과 같은 의미이다.
(5) "소유자의 면제"는 XIII조 3절 (k)관에
규정된 면제를 의미한다.
(6) "자연 재해"는 주지사에 의해 선언된 실제
상황으로, 화재, 홍수, 가뭄, 태풍, 산사태, 지진,
시민 봉기, 외세 침략 또는 화산 폭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내의 인명이나 재산의 안전에
대한 재해 또는 극도로 위험한 상태를 의미한다.
(7) "실거주지" 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거주지를 의미한다.
(A) 소유주의 면제.
(B) 상이군인의 면제.
(8) (b)관에서 사용한 "주 거주지"는 2절 (a)
관에서 사용한 용어와 같은 의미이다.
(9) "대체 실거주지"는 2절 (a)관에서 정의한
용어로, "대체 주거지"와 같은 의미이다.
(10) "과세 가치"는 2절 (a)관에 따라 결정된 기준
연도의 금액에 2절의 (b)관에 의해 승인된 조정을
더한 값을 의미한다.
(11) "산불 또는 자연 재해의 피해자"는 산불
또는 자연 재해로 상당한 결과를 입은 실거주지
소유자로, 산불 또는 자연 재해 직전에 실거주자
개선 가치의 50 퍼센트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의미한다. 본 항의 목적에 따라, "피해"는
산불 또는 자연 재해로 인한 접근 제한에 따른
실거주지의 가치 감소가 포함된다.
(12) "산불"은 2020년 1월 1일에 제정된 정부 규정의
51177절 (j)관에서 정의한 것과 같은 의미이다.
셋째 - 본 2.2절이 XIII A항에 추가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 절 (a) 소방 서비스, 비상 대응 및 카운티
서비스 보호 본 절과 2.3절을 제안하는 입법부와
채택하는 사람들의 의도는 다음과 같다.
(1) 화재 예방 및 비상 대응에 세입을 지출하고,
기금이 부족한 화재 지역구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산불에서 모든 지역 사회를 보호하고, 수백만
California 주민의 생명을 보호.
(2) 카운티 세입 및 기타 핵심 지역 서비스를 보호.
(b) (1) California 화재 대응 기금은 이를 통해
주 재무부 내에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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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운티 소득 보호 기금은 이를 통해 주 재무부
내에 조성된다. 카운티 세입 보호 기금의 돈은 2.3
절에 따라 California 세금 및 수수료 관리부의
관리비를 지불하며, 마이너스 이익이 발생한
적격한 지방 기관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회계
연도에 상관없이 계속 지출된다. 기금의 돈은
오직 2.3절에서 규정된 대로만 지출된다.
(c) XVI항 8절에서 요구하는 계산의 목적에 따라,
California 화재 대응 기금과 카운티 세입 보호
기금의 돈은 XIII B항에 따른 계상될 수 있는 일반
기금 세입으로 간주된다.
(d) 재정국장은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2022년 9월 1일 이전 또는 그 이후 매년 9월 1
일부터 2027년 9월 1일까지, 6월 30일에 끝나는 바로
직전 회계 연도 동안 XVI항 8절에 따른 주의 기금
의무에 의해 발생한 주 소득세 세입과 주 순 저축의
증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2.1절의
시행으로 주에서 발행한 추가 세입 및 절감액을
계산한다. 이 항에서 요구하는 계산을 할 때
재정국장은 실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실제
데이터 또는 최상의 가용 추정치를 사용해야 한다.
계산은 최종이며 기초 데이터의 후속 변경에 대해
조정해서는 안 된다. 재정 국장은 매년 9월 1일까지
입법부와 회계 감사관에게 계산 결과를 증명해야 한다.
(2) 2028년 9월 1일 이전 또는 그 이후 매년 9월 1
일이 지나고 난 후, 6월 30일에 끝나는 직전 회계 연도
동안 XVI항 8절에 따른 주의 기금 의무에 의해 발생한
주 소득세 세입과 주 순 저축의 증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6월 30일에 끝나는 직전 회계 연도의
금액에 해당 회계 연도에 지방 기관에 할당된 재산세
세입의 증가율을 곱해 2.1절의 시행으로 주에서
발생한 추가 세입 및 저축을 계산한다. 이 항에서
요구하는 계산을 할 때 재정국장은 실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실제 데이터 또는 최상의 가용
추정치를 사용해야 한다. 계산은 최종이며 기초
데이터의 후속 변경에 대해 조정해서는 안 된다.
재정국장은 각 회계 연도의 9월 1일까지 입법부과
회계 감사관에게 계산 결과를 증명해야 한다.
(e) 늦어도 2022년 9월 15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매년 9월 15일에 회계 감사관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모두 수행해야 한다.
(1) 일반 기금에서 California 화재 대응 기금으로
이체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d)관에 따라
재정국장이 계산한 금액의 75 퍼센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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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기금에서 카운티 세입 보호 기금으로
이체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d)관에 따라
재정국장이 계산한 금액의 15 퍼센트와 같다. 본
항에 따라 카운티 세입 보호 기금으로 이체된
돈은 2.3절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적격한 지역
기관의 마이너스 이익을 보상하는 데 사용된다.
(f) California 화재 대응 기금의 돈은 본 절의
목적을 위해서만 매 회계 연도에 입법부에 의해
전용되며, (g)관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으로는 전용되지 않는다. California
화재 대응 기금의 돈은 회계 연도와 상관없이
충당금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1)항에서 (4)항까지
제시된 바와 같이 화재 진압 인력을 확충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존
주 또는 지역 기금을 대체하지 않는다.
(1) California 화재 대응 기금의 돈의 이십
퍼센트는는 산불 진압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산림
보호 및 화재 예방국에 할당되어야 한다.
(2) California 화재 대응 기금의 팔십
퍼센트는는 California 화재 대응 기금 내 하위
계정으로 조성된 특별 지역구 화재 대응 기금에
예치되며, 다음 기준에 따라 화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 지역구에 할당된다.(A) 이 항에서
명시된 금액의 오십 퍼센트는는 1978년 7월 1일
이후 결성된, 화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적어도
초기 전체 경보 배정의 50 퍼센트를 구성하기
위해 즉시 이용 가능한 정규직 및 정규직에
상응하는 인력을 고용하는, 자금이 부족한 특별
지역구의 화재 진압 인력 충원에 기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B) 이 항에서 명시하는 금액의 이십 오 퍼센트는
1978년 7월 1일 이전에 결성되었으며, 1978년 7
월 1일 이후 재산세의 불균형한 비중과 서비스
수준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인해 자금이 부족한,
화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어도 초기 전체
경보 배정의 50 퍼센트를을 구성하기 위해 즉시
이용 가능한 정규직 또는 정규직에 상응하는
인력을 고용하는 특별 지역구의 화재 진압 인력
충원에 기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19

(C) 이 항에서 명시하는 금액의 이십 오
퍼센트는는 화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어도
초기 전체 경보 배정의 30 퍼센트 이상 50 퍼센트
미만으로 구성하기 위해 즉시 이용 가능한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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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정규직에 상응하는 인력을 고용하는, 자금이 (3) 세입은 2.1절의 (c)관에 따라 증가한다.
부족한 특별 지역구 화재 진압 인력 충원에 (b) (a)관에 따라 실제 이익이 있다고 결정된
기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카운티 또는 모든 지역 기관은 카운티 소득 보호
(3) (2)항의 목적에 따라, 화재 보호 서비스를 기금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a)관에 따라
제공하는 특별 지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마이너스 이익이 있다고 결정된 카운티 또는 모든
입법부는 다음의 사항을 우선 순위에 따라 지역 기관은 카운티 소득 보호 기금에서 상환받을
고려해야 한다.
있는 지역 기관으로 간주된다.
(A) 특별 지역구의 인구 밀도, 서비스 지역
규모와 납세자 수를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특정
지역구의 재산세 소득이 적절한 화재 진압을
지속하기에 부족한 정도인지 여부.
(B) 특별 지역구가 형성되었을 때, 1979년 법령
282장에 따라 재산세 할당을 받았는지 여부.

(C) 지리적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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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항에 따른 자격이 되는 특별 지역구에 대한
돈의 할당은 특별 지역구가 합당한 예산을 편성하고
장기적으로 적합한 화재 진압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어도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g) (f)관에도 불구하고, 본 절에 따라 일반
기금을 California 화재 대응 기금으로 양도한 첫
회계 연도 이후 모든 회계 연도에 양도된 금액이
이전 회계 연도에 양도된 금액의 10 퍼센트
이상을 초과하면, 회계 감사관은 그러한
10 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을 양도할 수 없고 그
금액은 어떤 용도로 일반 기금에서 책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c) California 세금 및 수수료 관리부는 3년간
(a)관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바탕으로 3년마다 각
적격 지역 기관의 총 이익을 결정하고, 해당
금액과 동일한 카운티 소득 보호 기금에서
발생하는 마이너스 이익을 지닌 각 적격 기관에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본 절에 따른 총 보상
금액을 충당하기 위한 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California 세금 및 수수료 관리부는 본 절에
따른 총 보상 금액과 관련된 적격 지역 기관의
보상금의 금액을 바탕으로 각 적격 지역 기관에
기금에 해당하는 돈을 비례하는 몫만큼 할당해야
한다.

(d) (c)관에서 명시한 각 삼 년의 기간이 끝나면,
California 세금 및 수수료 관리부는 삼 년 동안
마이너스 이익을 경험한 각 적격 지역 기관에
보상하고, 회계 감사관은 카운티 소득 보호
기금에 잔여액이 있는 경우 있는 경우 이를
목적에 맞게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
기금으로 양도해야 한다.

(e) California 세금 및 수수료 관리부는
행정절차법(정부 규정의 2편 3조항 1장(11340
넷째—2.3절은 XIII A조에 추가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절로 시작) 3.5장)의 규칙 제정 규정에 따라 본
2.3절. (a) 이 절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의해 각 조항의 시행을 위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해야
카운티는 매년 California 세금 및 수수료 한다. 입법부 또는 해당 조항의 후속 조치에 의해
관리부에서 지정한 날짜까지 다음 금액을 수시로 수정될 수 있다.
추가하여 카운티와 2.1 절의 시행으로 인한 (f) 본 절과 2.2 절의 목적에 따라, "적격 지역
카운티 내 각 지역 기관에 대한 이익을 결정해야 기관"은 2020년 1월 8일에 제정된 교육법의
한다.
42238.02절 (o)관에 따라 결정된 카운티, 시,
(1) 2.1절 (b)관에 따른 아웃바운드 카운티 간 카운티, 특별 지역구 또는 교육구로, 본 절에 따라
양도에 대한 원래 실거주지의 판매 및 재평가로 결정된 마이너스 이익을 갖는 기관을 말한다.
인한 세입이 증가한다.
(2) 2.1절 (b)관에 따른 인바운드 카운티 간
양도에 있어서 다른 카운티에 위치한 원래
실거주지의 과세 가치를 해당 카운티에 위치한
대체 실거주지로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세입
감소는 마이너스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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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인 사람을 강간하는 행위, 흉기를 이용한
중범죄 폭행, 경찰관이나 소방관 등에 대한 공격,
본 주민발의안은 California 주 헌법 제II조 흉악한 가정폭력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을 '
제8절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제출된다.
비폭력적인 범죄자'로 간주하게 되었다.
본 발의안은 형법의 조항을 개정하고 추가한다. (4) 그 결과, 소위 "비폭력적" 범죄자들은 판사가
따라서 삭제가 발의된 현행 조항은 취소선 명령한 형량의 극히 일부만 복역한 후 조기출소할
서식으로 기입되고, 추가하도록 발의된 조항은 수 있게 되었다.
새 조항임을 나타내기 위해 이탤릭체로 기입된다.
(5) 폭력적인 범죄자들도 Whittier 경찰관인
Keith
Boyer의 살인죄로 기소된 갱단원처럼
상정된 법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고 출소 후 지역사회 보호
1절. 제목
관찰 조항을 위반할 때에도 우리 지역사회에
본 법안 2018 California 범죄감소 및 자유롭게 머물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
안전유지법으로 명명 및 인용한다.
(6) Caifornia
주민들은
그러한
폭력
2절.

목적.

이 법안은 폭력 범죄로부터 California 주민과
자녀들의 공공 안전을 위협해 온 현행법으로 인해
제기되는 세 가지 관련 문제를 해결한다. 이
법안의 실행:
(a) 가석방
제도를
개혁하여
폭력적인
중범죄자가 조기 출소하지 않도록 하고, 출소 후
지역사회 보호 관찰의 감시를 강화하며, 출소 후
지역사회 보호 관찰 조항의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b) 연쇄 절도범 및 조직화된 절도단에 대한
책임을 회복하기 위해 절도법을 개혁한다.

(c) 마약, 절도, 가정폭력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DNA 수집을 확대하여 강력
범죄 해결과 무고한 사람의 무죄 입증을 돕는다.
3절.

발견 및 선언.

(a) 폭력적인 중범죄자의 조기 석방을 방지한다.

(1) 가장 취약한 아이들을 포함하여 우리 주의
모든 사람들을 폭력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살인범, 강간범, 아동 성추행범,
기타 폭력적인 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일찍
석방되어서는 안 된다.

(2) 2014년 이후 California는 미국의 나머지
지역보다 강력 범죄의 증가폭이 더 컸다. 2013년
이후 Los Angeles에서 발생한 강력 범죄는
69.5%나 증가했다. Sacramento에서의 강력
범죄는 2015년 상반기 6개월 동안 FBI가 추적한
미국 25대 도시 중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

범죄자들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7) California 주민들은 출소 후 지역사회 보호
관찰 조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중범죄자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8) 본 법안은 석방 조항을 위반한 중범죄자를
다시 법정에 세워 그러한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9) California 주민들은 그러한 폭력 범죄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본 법안은 조기
석방의 목적과 관련하여 해당 범죄들을 "폭력적인
중범죄"로 규정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10) 이 법의 어떠한 내용도 추가적인 "공격"
범죄를 발생시켜 주 교도소의 재소자를
증가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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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 법의 어떠한 내용도 California
교정갱생부가 교육 및 공로 점수를 부여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b) 연쇄 절도 및 조직화된 절도단에 대한
책임성을 복원한다.

(1) 최근 California 법 개정으로 절도를
반복하는 개인은 전과나 절도 횟수에 상관 없이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경우가 거의 없게 되었다.

(2) 그 결과 2014년과 2016년 사이에
California는 미국에서 절도 및 재산 관련 범죄가
두 번째로 많이 증가한 반면에 대부분의 주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California 법무부에
따르면 2015년 도난당한 재산의 가치는
$25억이었으며 2014년보다 13 퍼센트 증가해
(3) 최근의 가석방 법률의 개정으로 특정 범죄를 ' 지난 10년 중에 가장 많이 증가한 해가 되었다.
폭력적'으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위험한 범죄자의 (3) 마약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절도를 반복하는
조기 석방이 가능해졌다. 이런 변화로 아동 성착취, 경우가 흔하다. 최근 California 법 개정은
상정된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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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절도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에게 가석방되거나 출소 후 지역사회 보호 관찰을 받게
효과적인 약물 치료 프로그램을 명령하는 된 수감자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노력을 통해,
판사들의 권한을 축소시켰다.
수감되기 이전에 마지막 법적 거주지였던 도시
(4) California는 절도 관련 범죄로 반복적으로 또는 수감자가 가족, 사회적 유대 관계, 경제적
유죄 판결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더 강력한 법이 유대 관계를 맺고 사회 복귀 서비스를 이용할 수
필요하며, 이 법은 자신의 마약 사용을 위해 있는 가까운 지리적 위치로 복귀해야 하며, 단 해당
반복적으로 절도하는 사람들이 기존의 약물 치료 장소로 복귀하는 것이 기타 법을 위반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이 법안은 수감자의 피해자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본 호의 목적상, "최종 법적
그러한 개혁을 실행한다.
거주지"는 수감자가 주 교도소 또는 지역 교도소에
(c) DNA 수집을 부활시켜 강력 범죄를
수감되거나 주 병원에서 치료를 위해 수감된 동안
해결한다.
범죄를 저지른 카운티 또는 도시를 의미하는
(1) 강력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범죄자로부터 DNA를 수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b) 하위절 (a)불구하고, 수감자는 공공의
필요하다. 살인, 강간, 강도 등 450여 건의 강력
이익을 위해 다른 카운티나 도시로 복귀될 수
범죄가 미해결 상태가 된 것은 DNA를 수집하는
있다. 가석방 심사 위원단이 결정한 바와 같이,
범죄자들의 수가 더 적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168절 (b)관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재소자에
(2) 2015년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 대해 가석방 조건을 설정하는 가석방 청문 위원회
성추행범에게서 채취한 DNA를 통해 30년 전 또는 1170절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재소자에
Los Angeles 카운티에서 발생한 6세 소년 2명의 대해 가석방 조건을 설정하는 교정갱생부가 다른
강간 살인 사건을 해결했다. 2016년 도난 차량을 카운티나 도시로의 복귀를 결정하면, 해당 기관은
운전하다 붙잡힌 사람의 DNA를 통해 2012년 83 그 이유를 가석방자의 영구 기록에 서면으로
세 여성의 San Francisco 베이 지역 강간 살인 기재하고, 3058.6절에 따라 보안관 또는
사건을 해결했다.
경찰서장에게 보내는 통지에 포함해야 한다.
(3) 최근의 California 법 개정으로 절도 및 마약 가석방 기관은 해당 결정을 내릴 때 무엇보다도
범죄에 대한 DNA 수집이 의도치 않게 피해자 보호와 지역사회 안전에 가장 큰 비중을
삭제되었다. 이 법안은 해당 범죄로 유죄 판결을 두고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받은 사람들의 DNA 수집을 다시 회복시킨다.
(1) 피해자, 가석방자, 증인 또는 그 밖의 사람의
(4) 더 많은 DNA 샘플을 수집할 수 있도록 생명 또는 안전을 보호할 필요성.
허용하면 용의자의 신원 확인, 무고한 사람의 (2) 수감자의 가석방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신원 확인, 잘못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중의 우려.
석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검증된 구직 제안, 교육 또는 직업훈련
(5) 본 법안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프로그램의 존재.
무죄가 선고되거나, 무죄로 판명될 경우 DNA
(4) 수감자와 강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프로파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 개인의
수감자의 가석방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가능성을
사생활을 보호하는 기존 법적 보호 장치에 영향을
높일 수 있는, 다른 카운티에 거주하는 가족의 존재.
미치지 않는다.
(5) 2960절에 따라 치료를 받는 가석방자를
4절. 가석방 고려 사항
위한 필요한 외래치료 프로그램의 부족.
4.1절. 형법 3003절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c) 교정갱생부는 범죄 실행 카운티 외부 거주를
3003. (a) 본 절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결정할 때 지역사회와 모든 목격자 및 희생자의
제외하고, 2.05편(3450절 이하)에 따라 가석방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또는 출소 후 지역사회 보호 관찰로 석방된
(d) 5장 1.5조(2717.1절 이하)에 따라 합작
수감자는 수감되기 전 수감자의 마지막 법적
투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감자와 관련된 결정을
거주지였던 카운티로 복귀해야 한다. 290절에
내릴 때, 고용주가 석방 시 수감자를
따라 등록이 필요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고용하겠다고 가석방 기관에 진술하는 경우
받았으며
2.05편(3450절
이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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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기관은 합작 투자 프로그램 고용주가 특정 의료, 정신 건강 및 외래 치료의 필요성, 및
위치한 카운티로 수감자를 석방하는 것을 의료상의 문제 또는 장애를 3451절 (a)관에
명시된 카운티 기관에 전자파일로 전송해야 한다.
진지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e) (1) 교정갱생부는 관할 구역에서 석방되었으며 카운티 기관에 대한 모든 전송은 1996년 연방
2.05편(3450절 이후)에 따라 가석방된 수감자 건강보험 이동성 및 책임에 관한 법률(Federal
Insurance
Portability
and
또는 출소 후 지역사회 보호 관찰을 받게 된 Health
Accountability
Act
of
1996,
HIPAA)
수감자와 관련하여 가능한 경우 현지 사법기관에
(공법 104-191), 경제 및 임상 건강을 위한 연방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의료 정보 기술법(Federal Health Information
(A) 성, 이름, 중간 이름.
Technology for Economic and Clinical
(B) 생년월일.
Health Act, HITECH)(공법 111-005) 및 연방
규정집
제45편 160부 및 164부의 개인정보 보호
(C) 성별, 인종, 키, 몸무게, 머리와 눈 색깔
(D) 가석방 또는 출소 후 지역사회 보호 관찰 및 보안 규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본
항은 미국 보건 사회복지부 장관 또는 장관의
시행일자 및 형기 만기일.
지명인이 이 조항이 HIPAA로 대체되지 않는다고
(E) 규제 약물, 성행위, 방화 범죄로 인해 판단할 때까지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수감자가 등록해야 하는 경우, 등록 상황.
(3) (2)항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외하고, 본
(F) California 범죄자 정보 번호, FBI 번호, 하위절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는 주 전역의 가석방자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번호.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와야 한다. 각 출처에서 얻은
(G) 범죄 실행 카운티.
정보는 동일한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H) 수감자의 흉터, 자국, 문신에 대한 설명.
(4) 본 관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는 데스크탑
(I) 수감자가 유죄 판결을 받고 가석방 또는 출소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컴퓨터 간 전송을 사용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이
후 지역사회 보호 관찰을 받게 된 범죄 내용.
정보는 요청 시 지역 집행 기관에 지속적으로
(J) 주소(다음 정보 모두 포함)
전송되어야 한다.
(i) 도로명 및 집번호. 우체국 사서함 번호는 본
(5) 본 관에 기술된 정보의 무단 공개 또는
호의 목적상 허용되지 않는다.
수신은 11143절에 위반된다.
(ii) 도시명 및 우편번호.
(f)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또는 증인이
(iii) 본 호에 따라 제공된 주소가 유효한 것으로 가석방 중인 수감자의 거주지에서 추가적인
명시된 날짜.
거리를 요청한 경우, 그리고 가석방 청문
위원회나 교정갱생국이 피해자 또는 증인의 생명,
(K) 연락 담당자 및 부서(다음 정보 모두 포함):
안전, 복지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i) 각 연락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경우, 가석방된 수감자는 다음 범죄의 피해자나
(ii) 가석방, 등록 또는 카운티 보호관찰 담당 증인의 실제 거주지로부터 35마일 이내의 장소로
부서 등 각 연락 담당자의 연락 부서 유형.
복귀할 수 없다.
(L) 가석방자의 디지털 이미지 사진 및 하나 (1) 667.5절 (c)관 (1)~(7)항, (11)~(16)항 또는
이상의 단일 단위 (single digit) 지문.
3040.1절 (a)관에 정의된 폭력적인 중범죄.

20

(M) 지리 정보 시스템또는 이와 유사한 컴퓨터 (2) 12022.53절, 12022.7절 또는 12022.9절에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수감자의 거주 규정된 대로 기소되고 입증된 공범 이외의 사람에게
위치에 대한 지리적 좌표.
피고가 상당한 신체적 부상을 입히는 중범죄.
(N) 가석방 이전 기간의 감독 기록 사본.
(3) 261절 (a)관 (1)항, (3)항, (4)항, 286절 (f)
(2) 교정갱생부는 해당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의 의료 및 정신 건강상의
필요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카운티가 3450
절에 따라 범죄자를 출소 후 지역사회 보호 관찰로
이전할 때 고려할 수 있도록 수감자의 결핵 상태,

관, (g)관, (i)관, 287절이나 이전 288a절 (f)관,
(g)관, (i)관, 또는 289절 (b)관, (d)관, (e)관을
위반한 행위.
상정된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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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법률에도 불구하고, 288절 또는 288.5절의
위반과
관련하여
가석방된
수감자는,
교정갱생부가
일반인에게
높은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한 경우, 가석방 기간 동안 모든
종류의 유치원 및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포함하여 공립 또는 사립학교로부터 0.5마일
이내에 위치하거나 거주할 수 없다.

(h)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또는 증인이
가석방 중인 수감자의 거주지 또는 출소 후
지역사회 보호 관찰에서 추가적인 거리를 요청한
경우, 그리고 가석방 청문 위원회, 교정갱생국
또는 감독하는 카운티 기관이 피해자의 생명,
안전, 복지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석방되거나 출소 후 지역사회 보호
관찰을 받는 수감자는 스토킹 범죄와 관련하여
해당 피해자나 증인의 실제 거주지나
근무지로부터 35마일 이내의 장소로 복귀할 수
없다. 출소 후 지역사회 보호 관찰을 받는
수감자를 본 관에 따라 수감자의 마지막 법정
거주지 카운티에 거주하게 할 수 없는 경우,
감독하는 카운티 기관은 수용하는 카운티의
승인을 받아 다른 카운티로 이송할 수 있다.

20

(i) 기관은 가석방 결정 시 가석방자의 공평한
분배와 해당 국가의 수감자 수와 비교한 국외
수감자 수의 비율을 고려해야한다.
(j) 수감자는 기타 법률에 따라 다른 주로
가석방될 수 있다. 교정갱생부는 2.05편(3450절
이하)에 의거한 석방 후 지역 사회 감독 조건에
따라 주 외부에 배치된 수감자의 배정과 관련하여
지역 단체와 협의해야 한다.

(k) (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교정갱생부는 (e)관에 따라 법 집행 자동화
데이터 시스템 (LEADS) 을 시행하는 프로그램과
자원 및 인력을 통제하는 주요 기관이다. 2.05편
(3450절 이하)에 따라 석방 후 지역 사회 감독
조건으로 석방되는 수감자를 감독하는 카운티
기관은 교정갱생부가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주 교도소에서 석방된 수감자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정보에는 전체 감독 기록, 영장 발부, 취소 또는
석방 후 지역 사회 감독 종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2011년 8월 1일 및 이전에, 석방 후 지역 사회
감독 프로그램으로 석방된 수감자를 감독하는
카운티 기관은 카운티 기관이 해당 감독을 제공할
18 | 상정된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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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있는 지역 기관으로
교정갱생국에 통지해야 한다.

지정되었음을

(2) (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LEADS에
따른 지문 카드와 관련된 적절한 정보 공개에
대한 주 담당 기관이다.

(l ) (k)관에 따른 요구 사항에 추가하여,
교정갱생부는 California 법 집행 및 통신 시스템
(CLETS)의 감독 조건부 석방 파일에 추가할
데이터를 법무부에 제출하여 법 집행부, 또는
감독하도록 지명된 카운티 기관이 석방 후 지역
사회 감독 프로그램에 속한 모든 사람에 대한
CLETS를 참조하여 법을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
본 관에서 요구되는 데이터는 전자 전송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4.2절. 3040.1절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에

추가되며,

그

3040.1 (a) 헌법 제I조 절32, 정부 규정의 제
12838.4절 및 12838.5절, 형법의 제 3000.1절,
3041. 제5절, 3041.7절, 제3052절, 제 5000절,
제5054절, 제5055절, 제5076.2절의 권한 및
형법 5058절에 의해 부여된 입법 권한에 따라
조기 석방 또는 가석방을 고려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범죄는 "폭력 강력범죄"로 정의된다.
(1) 살인 또는 고의적인 살인.
(2) 신체 상해.
(3) 261절 (a)관 (2)항이나 (6)항 또는 262절 (a)
관 (1)항이나 (4)항에 정의된 바와 같은 강간.
(4) 286절 (c)관 또는 (d)관에 정의된 바와 같은
남색.
(5) 287절 (c)관 또는 (d)관에 정의된 바와 같은
구강 성교.
(6) 288절의 (a)관 또는 (b)관에 정의된 바와
같은 외설 혹은 음란 행위.
(7) 주 교도소에서 종신형 또는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모든 중범죄.
(8) 1977년 7월 1일 및 이후 12022.7절,
12022.8절 또는 12022.9절에 명시되거나 1977
년 이전 213절, 264절 및 461절에 명시된 바와
같이 피고가 기소 및 입증된 공범자 이외의
사람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히는 중범죄 또는
12022.3절의 (a)관 또는 12022.5절이나
12022.55절에 명시된 바와 같이 피고가 화기를
사용한 것으로 기소 및 입증된 바가 있는 중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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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모든 강도.

(10) 451절의 (a)관 또는 (b)관을 위반하는
방화.
(11) 289절의 (a)관 (j)관에 정의된 바와 같은
성적 삽입.
(12) 살인 미수.

(13) 18745절, 18750절 또는 18755절의 위반.
(14) 납치.

(15) 220절을 위반하여 지정된
저지르기 위한 의도의 폭행.

중범죄를

(16) 288.5절을 위반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성적 학대.
(17) 215절 (a)관에 정의된 바와 같은 차량 탈취.

(18) 264.1절을 위반하는 단체 강간, 배우자
강간 또는 성적 삽입.

(19) 517절에 정의된 바와 같은 갈취로서
186.22절의 중범죄를 구성하는 것.
(20) 136.1절 (c)관에 정의된 바와 같은 피해자
또는 증인에 대한 위협.

(21) 460절 (a)관에 정의된 바와 같은 1급 절도
행위 도중 증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해당
거주지에 있었음이 기소 및 입증된 바가 있는 것.
(22) 12022.53절의 모든 위반.

(23) 11418절 (b)관 또는 (c)관의 위반.
(24) 살인 교사.

(25) 245절 (a)관 (2)항 및 (b)관을 위반하여
화기를 사용한 중범죄 폭행.

(26) 245절 (a)관 (1)항을 위반하여 치명적인
화기를 사용한 중범죄 폭행.

(27) 245절의 (c)관 및 (d)관을 위반하여
경찰관 또는 소방관을 대상으로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한 중범죄 폭행.

(28) 245절 (a)관 (4)항을 위반하여 신체
치명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무력을 사용한
중범죄 폭행.
(29) 244절을 위반하는 부식성 화학물질을
활용한 폭행.
(30) 210.5절을 위반하는 불법 감금.

(31) 246절을 위반하는 화기 발사 중범죄.

(32) 26100절의 (c)관을 위반하는 차량에서의
화기 발사.
(33) 273.5절을 위반하여 정신적 외상을
유발하는 가정 폭력 중범죄.
(34) 140절을 위반하여 범죄 증인 또는 희생자를
대상으로 한 무력 사용 또는 위협의 중범죄.
(35) 148.10절을 위반하여 경찰관에 저항하여
사망 또는 중상을 입히는 중범죄.
(36) 422.7절을 위반하여 처벌이 가능한 증오
범죄 중범죄.
(37) 368절 (b)관을 위반하여 고령자 또는
피부양 성인 학대 중범죄.
(38) 261절 (a)관 (1)항, (3)항 또는 (4)항을
위반하는 강간.
(39) 262절을 위반하는 강간.
(40) 289절 (b)관, (d)관 또는 (e)관을 위반하는
성적 삽입.
(41) 286절 (f)관, (g)관 또는 (i)관을 위반하는 남색.
(42) 287절 (f)관, (g)관 또는 (i)관을 위반하는
구강 성교.
(43) 267절을 위반한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미성년자 유괴.
(44) 236.1절 (a)관, (b)관 또는 (c)관을
위반하는 인신매매.
(45) 273ab절을 위반하는 아동 학대.
(46) 18740절을 위반하는 파괴 장치 소유, 폭발
또는 점화.
(47) 451절 (c)관에 대한 두 건 이상의 위반.
(48) 본 관에 언급된 범죄의 미수.
(49) 피고가 직접 위험하거나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했음을 주장 및 입증한 모든 중범죄.
(50) 290절에서 290.009절에 따라 평생
성범죄자 등록을 요하는 모든 범죄.
(51) 본 절에서 설명되는 범죄를 시도하려는 음모.
(b) 본 절의 조항은 형이 선고된 시기와 관계없이
본 절의 발효일 또는 그 이후 시점에서 자유형을
복역 중인 모든 수감자에게 적용된다.
4.3절. 3040.2절이 형법에 추가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040.2. (a) 비폭력 범죄자 가석방 심의를
실시할 때 가석방 청문 위원회의 심의관은
상정된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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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에 대한, 유관하며 신뢰성 있는 정보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b) 심의 기준은, 심의 대상 수감자가 석방되는
경우 중범죄로서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c) 결론을 도출할 때, 심의관은 다음 요소를
고려한다.
(1) 현재 유죄 선고와 관련된 상황.
(2) 신뢰할 수 있는 문서로 기록된 수감자의 기타
범죄 행위 가담 포함 청소년 및 성인 범죄 기록.
(3) 갱생 프로그램 및 보호 시설 불법 행위 포함
수감자의 보호 시설 행동.
(4) 심의 시점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수감자,
모든 피해자, 기소 기관의 모든 의견.
(5) 교정청이 소유한 문서에 기록된 수감자의
과거 및 현재 심리 상태.
(6) 수감자의, 범죄에 대한 과거 및 현재 태도.
(7) 석방 적합성에 대한 수감자의 기타 모든 정보.
(d) 수감자가 석방에 부적합한지의 여부를 결정할
때 심의관은 다음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한다.
(1) 현재 구금의 원인이 되는 범죄에 다수의
피해자가 관련된 경우.
(2) 연령, 심신상태로 인하여 피해자가 특히
취약대상이었던 경우.
(3) 수감자가 자신의 신뢰 지위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4) 수감자가 화기 혹은 치명적인 무기로 무장
혹은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5)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은 경우.
(6) 수감자가 거리 범죄조직과 연관되어 범죄를
저지른 경우.
(7) 수감자가 범죄 과정에 있어 다른 참여자들을
지시 혹은 지배적 지위로서 참여했거나, 범죄
참여를 교사한 경우.
(8) 수감자가 범죄 과정에 있어 범죄를 중단할
명백한 기회가 있었으나 계속 진행한 경우.
(9) 수감자가 달리 서면으로 기록된 범죄 행위에
참여하였으며, 해당 행위가 현재 수감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중대한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10) 수감자가 범죄를 저지른 방식으로 인해
범죄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도 중대한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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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감자가 범죄를 저지를 당시 보호 관찰,
가석방, 석방 후 지역 사회 감독 또는 의무 감독
상태이거나, 구금 혹은 탈옥 상태였던 경우.
(12) 수감자가 범죄 시점에서 유죄 선고 이전
혹은 선고 이후 구속 해제의 상태였던 모든 경우.
(13) 수감자의 청소년기 및 성인 과거 폭력 기록.
(14) 수감자가 교도소 혹은 구치소에서 규정
위반을 저지른 경우.
(15) 수감자가 동일하거나 다른 카운티 또는
관할권의 복수 범죄로 인하여 구속된 경우.
(e) 수감자가 석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결정할
때 심의관은 다음에 해당하는지 고려해야 한다.
(1) 수감자가 청소년기에 타인을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잠재적으로 피해를 가하는 범죄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경우.
(2) 수감자가 폭력성 범죄 기록이 없는 경우.
(3) 수감자가 명백하게 범죄를 뉘우치고 있는
경우.
(4) 수감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은 경우.
(5) 수감자가 석방 이후의 현실적 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시장성 있는 기술을 습득하여 석방
이후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6) 수감자의 수감 중 활동을 통해 석방 이후
준법 기능이 개선된 것으로 증명된 경우.
(7) 수감자의 범죄가 일부 참작가능하지만
법적인 방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8) 수감자가 범죄에 대한 명백한 고의가
없었으나 다른 사람이 교사하여 범죄에 참여한
경우.
(9) 수감자의 범죄 전력이 최소한이거나 없는
경우.
(10) 수감자가 범행에 수동적으로 참여하였거나
또는 작은 역할을 담당한 경우.
(11) 재발의 위험이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또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범죄가 일어난 경우.
4.4절 3040.3절이 형법에 추가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040.3. (a) 667.5절 또는 3040.1절의 (c)
관에 의해 폭력적인 것으로 정의된 범죄 또는
혐의에 대해 동시, 연속 또는 지속적인 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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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감호되어 있는 수감자는 헌법 제I조 32
절의 목적에 따라 폭력적인 범죄자로 간주된다.
(b) 확정되지 않은 형량으로 현재 감호되어 있는
수감자는 헌법 제I조 제32절의 목적에 따라
폭력적인 범죄자로 간주된다.
(c) 667.5절 (c)관에 의거하여 폭력적 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 위반으로 인해 현재 감호되어
있는 수감자는 헌법 제I조 제32절의 목적에 따라
폭력적 범죄자로 간주된다.
(d) 헌법 제I조 제32절의 목적에 따라 "1차 위반"
의 "전체 기간"은 감호된 위반에 대한 실제
복역일만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4.5절 3040.4절이 형법에 추가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040.4. 헌법 제I조 제28절 하위절 (b)에 따라,
수감자가 조기 가석방 및 석방 심사를 받기 전에
부서는 범죄 피해자에게 합당한 통보를 해야 한다.
부서는 피해자에게 가석방 조기 검토에 대한 의견
듣기 및 검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부서는 조기 석방 결정을 할 때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과 대중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
(a) 조기 가석방 심사를 하기 전, 부서는 사법기관
또는 기관, 등록된 피해자에게 알림을 제공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피해자의 소재 파악과 통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b) 검찰은 수감자의 집중 기록, 문서화된 성인 및
청소년 범죄 이력, 재활 프로그램 및 제도적 위법
행위 모두를 포함한 제도적 행동, 수감자를 옹호하는
사람이나 단체 광고로부터의 의견, 및 대중들에 의해
제출된 정보를 포함하여 청문 책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검토할 권리가 있다.
(c) 피해자는 가석방 검토 목적으로 비밀
진술서를 포함한 진술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
(d) 모든 사법 기관, 관련 법 집행 기관과 모든
피해자는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서면으로
이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e) 기소의견, 법 집행 기관, 피해자의 이사회에
대한 답변은 수감자의 조기 가석방 심사 또는
검토 대상 자격이 있는 여부를 통보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f) 이사회는 결정 후 10일 이내에 비폭력
가해자의 가석방 결정 사실을 사법기관, 법 집행
기관 및 피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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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폭력 범죄자 가석방 대가에 관한 최종 결정
통지 후 30일 이내에 수감자와 사법 기관이 결정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비
(h) 헌법 제I조 제32절의 비폭력 범죄자 가석방
규정에 의하여 수감자가 조기 석방이 거부된 경우,
수감자는 이전 거부의 최종 결정일로부터 2년간
조기 비폭력 범죄자 가석방 자격이 되지 않는다.
4.6절     형법 3041절이 개정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041. 제2부 7편 4.5장(1170절 이하) 이외의
법률에 따라 형을 받은 수감자의 경우, 가석방
위원회는 수감자의 활동 및 행위를 검토하고
문서화할 목적으로 수감자의 최소 적격 가석방일 6
년 전에 각 수감자와 회의해야 한다. 이 협의에서
이사회는 수감자에게 가석방 청문 과정에 대한 정보,
가석방 적합성 또는 부적격성과 관련된 법적 요인,
업무 과제, 재활 프로그램 및 제도적 행동에 대한
개인화된 권고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협의 후 30일
이내에 이사회는 수용자에게 서면으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결과와 권고 사항을 발표해야 한다.
(2) 수용자의 최소 적격 가석방 날짜의 1년 전에
2명 이상의 위원 또는 부위원으로 구성된 패널이
수용자와 다시 만나며 일반적으로 3041.5절에서
제공된 대로 가석방을 허가한다. 패널 구성원의
한 명 이상의 구성원은 부위원이 될 수 없다.
(3) 동점 투표의 경우, 본 건은 동점 투표를
제공한 패널 이전에 있었던 기록에 대한 전체
검토를 위해 참조되어야 한다. 전원합의체로 검토
시, 이사회는 가석방 허가 또는 거부에 대한
투표를 하고 결정문을 제출해야 한다. 전원합의체
검토는 (e)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4) 가석방이 허가되면, 수감자는 모든 해당 검토
기관에 따라 석방된다. 하지만, 청소년 범죄자
가석방 자격 부여일 또는 고령자 가석방 자격
부여일에 따라 조기 출소 자격이 없는 경우, 3046
절에 따라 정한 최소한 적격 가석방일에 도달하기
전에는 출소할 수 없다.
(5) 적어도 패널 중 한 명의 위원이 지난 회의에
참석했어야 한다. 하지만 마지막 회의가 첫
회의였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치 않을 수
있다. 위원회의 모든 사람은 이사회에 의한 전원
청문회에 대한 가석방 결정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의 경우에는 수감자에게 가석방을
상정된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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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하기 위해서는 전원합의체 심사에 참여하는 보고서는 본 절의 목적에 따라 사건들의 적체로
이사진의 가석방 찬성 다수결로 이루어져야 한다. 간주되어야 하며, 적체 사항을 제거하기 위한
(b) (1) 패널 또는 이사회는 수감자에게 가석방을 진행 상황 및 위의 기간 동안 권리를 포기한
허가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유죄로 확정된 수감자 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정기적인
이사회의
회의에서
범죄나 범죄의 중대성 또는 현재 또는 과거 보고서는
유죄로 확정된 범죄나 범죄의 시기와 중대성이 공개되어야 하며 서면 보고서는 분기별로 대중과
공공의 안전을 고려하기 위해 더 긴 수감 기간을 입법부에 공개되고 전달되어야 한다.

필요로 한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수감자에게
가석방을 허가해야 한다. 패널 또는 이사회는
수감자의 가석방을 허락해야 한다. 단 현재
유죄로 확정된 범죄나 범죄의 중대성, 또는 현재
또는 과거 유죄로 확정된 범죄나 범죄의 시기와
중대성이 대중의 안전을 고려하기 위해 더 긴
수감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수감자의 가석방을 허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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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1년 7월 30일 후 가석방에 적합한
수감자를 찾는 결정은 가석방 위원회에 의해
결정되며 청문회 날짜로부터 120일 이내에 최종
결정되어야 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이사회는
패널의 결정을 검토할 수도 있다. 패널의 결정은
위원회의 심리에서 실제로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수정된
위원회의 법적 실수나, 패널 결정이 오류 사실을
기초로 했거나, 이사회에 제시되어야 할 새로운
정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본 관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   이사회는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가석방 고려 청문회를 한
위원들과 협의해야 한다.

(e) 본 절의 목적을 위해, 이사회에 의한
전원합의체 심사는 이사회가 이 문제를 들은
날짜에 직무를 맡고 있는 대다수 위원들에 의해
수행된 심사를 의미한다. 전원합의체 검토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수행된다.
(1) 검토 위원은 동점 투표를 야기한 청문회의
전체 기록을 고려해야 한다.

(2) 검토는 청문회 기록으로 제한된다. 기록은
청문회의 녹취록 또는 녹음테이프, 동점 투표를
작성한 패널이 실제로 검토한 서면 또는
전자방식으로 기록된 진술과 패널이 실제로
검토한 기타 자료로 구성된다. 새 증거 또는
의견은 전원합의체에 고려되지 않는다.
(3) 이사회는 가석방의 허가 또는 거부 결정에
대한 이유를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
(4) 동점 투표에 참여했던 위원은 전원합의체
심사에서 그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
4.7절 형법 3545절이 개정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3451절의 (a)관에 따라 카운티 감독
(3) 패널의
결정은
공개
회의에
따라 위원회가 설치한 각 감독군 기관은 개인의 석방
전원합의체로 의결되지 않는 한 승인되지 않고 후 감독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검토
재심의를 위해 회부될 수 없다.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한다. 추가적인 석방 후
(c) 1170.2절에 따라 계산된 날짜보다 이전 감독 조건은 가해자가 수감생활을 한 기본 범죄
날짜에 사전 법률에 따라 가석방 대상자의 가석방 또는 재범의 위험, 범죄 이력과 합리적으로
자격 유무를 검토할 목적으로 위원회는 매년 2명 관련되어야 하며, 그 밖의 다른 사항은 법률에
이상의 패널을 정하고 1170.2절에 따라 계산된 부합되어야 한다.
기간으로 각 수감자자와 회의를 갖도록 해야 한다. (b) 3451 절의 (a)관에 따라 카운티 감독
(d) 가석방 청문회, 종신 가석방 고려 청문회 위원회가 설정한 대로, 공개 후 감독을 담당하는
또는 무기면제 청문회를 기다리는 재소자의 각 카운티 기관을 3453절에 열거된 추가 적절한
적체가 없는 기간 동안, 청문회는 3명 이상의 감독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1210.7절에 정의된
위원으로 구성된 패널에 의해 진행되며, 이들 중 전자 모니터링, 적절한 재활 및 치료 서비스를
대다수는 위원이다.   이사회는 수감자가 해당 제공을 명령하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결정하고
시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를 즉시 구조적 및 중간 제재를 포함할 수 있지만
제외하고 3041.5 절의 (a)관 또는 3041.5절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위반 혐의에 대한 적절한
(b)관에 의해 요구되는 심리일로부터 30일 이내 대응을 결정하고 명령한다. 3015절에 따라
최초 또는 이후의 가석방 고려 심리가 완료되지 재입국 법원에 회부하거나 시 또는 카운티
않은 경우의 수를 매월 보고해야 한다. 이 교도소에 일시적으로 수감된다. 전격 투옥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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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사후 관리 감독 상태를 위반하는 것에 (b) (1) 석방 후 지역 사회 감독 기간 중 언제라도
대한 처벌의 한 가지 방법으로 권장된다.
보호관찰관을 포함한 평화 담당관이 석방 후 지역
(c) 본 제목 사용된 "전격 투옥"은 범죄자가 석방 사회 감독대상자가 석방된 기간 또는 조건을
후 감독 조건을 위반하여 시 또는 군 교도소에 위반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구금된 기간이다. 구금 기간은 1일에서 1203.2절에 따라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고 취소,
10일 사이일 수 있다. 전격 투옥은 출시 후 감독을 수정 또는 변경하지 않은 경우이다. 석방 후 지역
담당하는 각 카운티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회 감독을 종료하고 임원은 영장이나 다른
도구이다. 범죄자의 사후 관리 조건 위반에 대한 절차없이 그 사람을 체포하여 3451절 (a)관에
구속 기간은 짧지만 필요 시 더 자주 일반적으로 따라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설치한 감독군 기관
더 긴 기간 동안의 철회로 인해 발생하는 앞에 데려올 수 있다. 또한 관할 기관에서 고용된
직장이나 주거의 혼란을 방지하면서 가해자를 공무원은 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부법
71622.5절 (a)관에 따라 임명된 법원 또는 그
적절히 처벌해야 한다.
지정 청문회 의원은 그 사람의 체포에 대해
(d) 전격 수감 기간을 정하면 보호 관찰 부서는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법원, 국선 변호사, 지방 검사 및 보안관에게 전격
(2) 법원 또는 그 지정된 청문회 의원은 본 절에
수감의 각 부서와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따라 제출된 청문회의 대상인 자로서 청문회에
4.8절.      형법 3455절이 개정되며, 그 내용은
대한 심리 또는 재판상의 이익에 관한 어떤
다음과 같다.
이유로도 출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 영장을 발부할
3455. (a) 감독 카운티가 평가절차의 적용에 따라 수 있고, 정의를 위해 어떤 이유로든 재심
3454절의 (b)관에서 인가된 중간 제재가 적절하지 청문회에 출석한 자를 수감할 수 있는 권한을
않다고 판단하거나, 감독 대상자가 감독 대상자의 가지고 있다.
석방 조건을 세 번째로 위반한 경우, 관할 기관은
(3) 석방 후 커뮤니티 감독 대상자가 달리 전격
1203.2절에 따라 법원에 석방 후 커뮤니티 감독을
수감 기간 동안 복역하지 않은 한, 본 절의
취소, 수정 또는 종료하도록 청원해야 한다. 본 절에
대상자가 체포되거나 영장 또는 취소 청구가 있는
따라 개시된 절차 중 어느 시점이든, 서면으로
경우, 법원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든 적절하다고
통지할 권리를 포기하거나 석방 후 커뮤니티 감독에
판단되면 감독 대상자의 석방을 명령할 수
대한 위반을 인정하고, 법원 심문을 포기하며 석방
있으며, 이를 묵인할 수 있다.
후 커뮤니티 감독에 대한 수정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 청원서에는 게시 커뮤니티 감독에 관한 약관, (c) 철회 청문회는 철회 청구서 접수 후 합리적인
근거 위반 혐의의 청황, 위반자의 이력 및 배경, 시간 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b)관 (3)항에서
권고사항 등 청원에 관한 추가 정보가 포함된 서면 제공하는 것을 제외하고 감독 대상자가 공공
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사법 평의회는 감독 안전에 불합리한 위험을 제기하거나 수감에서
기관 보고서의 최소 내용을 포함하여 본 지부를 풀려날 경우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이행하기 위한 주 전체의 통일된 절차를 수립하기 증거의 우위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관할 구청은
위해 법정의 서식과 규칙을 채택해야 한다. 석방 후 그 권한을 가진다. 석방 후 커뮤니티 감독 취소
지역 사회 감독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원에 첫 번째 법원에 출석할 때까지 수감 상태를
취소 청문회는 다음 각 사항을 모두 이행할 수 있는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첫 번째 법정 출두 시 수감을 명령할 수 있다.
권한을 갖는다.
(1)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기간을 포함하여 (d) (a)관 (1)항과 (2)항에 따라 구금은 각
적절한 경우 조건을 변경하여 석방 후 커뮤니티 보호감호 조치에 대해 카운티 교도소에서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감독에 복귀해야 한다.
(2) 석방 후 커뮤니티 감독을 취소 및 종료하고 (e) 1203.2절 또는 3456절의 (b)관에 따라
해당 사람에게 카운티 감옥에 수감하도록 명령한다. 의거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최초 석방 후
지역사회 감독에 입성한 날로부터 3년 또는 그 후
(3) 3015절에 따른 법원 재량 또는 기타 증거
3년 이내에 본 호칭에 따라 감독 또는 구류 상태에
기반 프로그램에 따라 재진입 법정으로 당사자를
있을 수 없다.
회부한다.
상정된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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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     DNA 수집.

5.1절. 형법 296절이 개정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96. (a) 다음 사람은 법 집행 식별 분석을
위해 본 장에 따른 필요한 혈액 샘플 또는 기타
생물학적 샘플과 각 손의 오른쪽 지문 및 전체
손바닥을 제공해야 한다.

(1)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어떠한
중범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중범죄에
대한 정신이상 또는 중범죄를 범해 복지 및
제도법 602절에 따라 판결된 청소년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모든 자(청소년 포함).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체포되거나 기소된 모든 성인:

중범죄로

(A) 290절에 명시된 중범죄 또는 290절에
명시된 중범죄를 범하려는 시도 또는 290절에
따라 California에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중범죄.

(B) 살인 또는 자발적 살인 또는 살인 또는
자발적 살인을 저지르려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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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009년 1월 1일 개정, 1일 개정, 본 호를
추가한 법률이 제정된 후 5년 1월 1일부터
중범죄로 체포 또는 기소된 모든 성인.

(3) 중범죄 또는 경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를
시도하려는 의도 때문에 290절에서 290.009절,
457.1절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모든 자(청소년
포함) 또는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후 법원이 해당
시설 또는 프로그램 추천에 따라 정신 건강 시설
또는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에 수용된 모든 자.

(4) 다음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판결 또는 유죄를 인정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모든 자(청소년 제외):
(A) 459.5절의 경범죄 위반.
(B) 473절 (b)관에 따라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473절 (a)관의 위반.
(C) 476a절 (b)관에 따라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476a절 (a)관의 위반.
(D) 490.2절에 따라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487절의 위반.
(E)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496절의 위반.
(F) 건강 및 안전법 11350절 (a)관의 경범죄
위반.
(G) 건강 및 안전법 11377절 (a)관의 경범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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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243절 (e)관 1항의 경범죄 위반.
(I) 273.5절의 경범죄 위반.
(J) 368절 (b)관 1항의 경범죄 위반.
(K) 가족법 6211절에 제시된 피해자에 대한
정의에 따른 경범죄 위반.
(L) 647절 (b)관 (3)항의 경범죄 위반.
(4) (5) 본 관에 사용된 "중범죄"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시도를 포함한다.
(5) (6) 본 장의 어떠한 내용도 비적격 범죄에
대한 탄원의 조건으로 표본, 샘플 또는 자국의
수집과 분석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b) 본 장의 조항과, 행정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신속하게 표본과 샘플 그리고 자국을 제출하도록
한 본 장의 요건은 성인 또는 성인으로 재판 받은
청소년의 경우 사형,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일반
종신형 또는 부정기형, 기타 처분 등 선고 받은
형량과 관계없이, 또는 그가 선고 전환이나
벌금형을 받거나 감정에 회부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리고   중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거나 복지 및 시설법 602절에 따라 판결
받은 청소년의 경우 부과된 처분이나 배치에
관계없이, 모든 자격자에게 적용된다.
(c) 본 장의 조항과, (a)관에 기술된 바와 같이
자격자가 행정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신속하게
표본과 샘플 그리고 자국을 제출하도록 하는 본
장의 요건은 정신병원이나 기타 공공 또는 사설
치료시설에 배치 또는 감금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청소년을 포함하여 아래의 사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 복지 및 시설법 제6권 2부 2장 1조(6300절
이하) 하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성범죄자로서
주립 병원이나 기타 치료시설에 입원한 자.
(2) 형법 제3부 1편 7장 4조(2960절 이하)의
조항에 제시된 중대한 정신질환을 가진 자.
(3) 복지 및 시설법 제6권 2부 2장 4조
(6600 절
이하)에
의거하여
폭력적인
성범죄자로 밝혀진 자.
(d) 본 장의 조항은 보호관찰, 가석방, 유죄 시인,
불항쟁, 또는 정신이상에 의한 무죄, 또는 (a)관에
기술된 범죄의 인정 등의 조건을 명시하며 자료
은행과 데이터베이스 표본, 샘플, 자국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의 조언 여부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청소년도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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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재판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296절의 (a) (c) "상점의 재산 또는 상품"이란 물건, 제품,
관에 정의된대로 본 장에서 요구하는 표본, 샘플, 상품, 물품 또는 소매업의 일환으로 판매를
자국이 누구에게서도 채취되지 않았다고 검사가 목적으로 한 것을 의미한다.
판단하는 경우, 검사는 법원에 구두 기록 또는 (d) "가치"란 해당 상점이 광고하는 물품의 소매
서면으로 통지하고, 법률이 요구하는 표본, 샘플 가격으로 세금을 포함한 가격을 의미한다.
및 자국의 수집에 대한 법원 명령을 요청한다.
(e) 본 절은 총기 절도, 위조, 484e절에 따른
그러나 검사 또는 다른 법집행 부서가 법원
액세스 카드의 불법 판매, 이전 또는 양도, 484f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본 장에 따라 표본,
절에 따른 액세스 카드의 위조, 484g절에 따른
샘플, 자국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면제하는
액세스 카드의 불법 사용, 368절의 (e)호에 따른
것이 되지 않는다.
노인에 대한 절도, 장물 취득, 횡령, 530.5절에
(f) 최종 판결이나 선고를 내리기 전에 법원은 본 따른 신분 위장 절도, 차량법 10851절에 따른
장에서
요구하는
표본,
샘플,
자국이 차량 절도 또는 무단 사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입수되었는지 문의 및 확인하고, 이 사실을 판결
6.2절. 형법 490.2절이 개정되며, 그 내용은
요약문에 포함하며, 청소년의 경우 처분 명령에
다음과 같다.
포함하도록 한다. 법원이 발표한 판결 요약문에는
법원이 본 장의 요구사항을 지킬 것을 해당자에게 490.2. (a) 487절 또는 중절도에 관한 기타
명령한 사실과, 해당자가 주정부의 DNA 및 법률 조항에 관계없이 재산을 절도한 경우, 그
과학수사 신원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데이터 뱅크 금전, 노동, 부동산, 개인 자산의 가치가 구백
프로그램에 포함되며 본 장의 적용 대상이 됨을 오십 달러($9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경절도범으로 간주하고 경범죄로 처벌하되, 해당
명시한다.
범죄자가 667절 (e)관 (2)항 (C)호 (iv)조항에
그러나 법원이 표본, 샘플, 자국 수집을 확인하지
명시된 범죄 또는 290절의 (c)관에 따라 등록을
않거나, 판결 요약문이나 청소년의 경우 처분
요하는 범죄 전과가 1범 이상인 자는 11170절의
명령에 이러한 사실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서
(h)관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체포, 피고의 답변, 유죄 선고나 처분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기타 본 장의 요구사항에 (b) 본 절은 기타 법률 조항에 따라 법규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는 절도에는 적용하지
대한 면제를 의미하지 않는다.
않는다.
6절. 상점절도.
(c) 본 절은 총기 절도, 위조, 484e절에 따른
6.1절. 형법 459.5절이 개정되며, 그 내용은
액세스 카드의 불법 판매, 이전 또는 양도, 구백
다음과 같다.
오십 달러 따른 액세스 카드의 위조, 484g절에
459.5. (a) 459절에 관계없이, 상점절도는 따른 액세스 카드의 불법 사용, 368절의 (e)관에
절도를 저지를상점의 재산 또는 상품을 훔칠 따른 노인에 대한 절도, 장물 취득, 횡령, 530.5
목적으로 상업 시설에 들어가되, 상업 시설의 절에 따른 신분 위장 절도, 차량법 10851절에 따른
문이 열린 정규 영업 시간 동안에 가치가 구백 차량 절도 또는 무단 사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십 달러달러($950)를 초과하지 않는 재산을
7절. 연쇄 절도.
절도하거나 절도할 의도를 가진 경우로 정의한다.  
이외의 절도를 목적으로 상업 시설에 들어가는 7.1절. 490.3절이 형법에 추가되며, 그 내용은
것은 불법침입이다. 상점절도는 경범죄로 다음과 같다.
처벌하되, 단, 667절의 (e)관 (2)항 (C)호 (iv) 490.3. (a) 본 절은 다음 범죄에 적용된다.
조항에 명시된 범죄 또는 290절의 (c)관에 따라 (1) 좀도둑질.
등록을 요하는 범죄 전과가 1범 이상인 자는
(2) 상점절도.
11170절의 (h)관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b) (a)관에
정의된
상점절도
행위는 (3) 중절도.
상점절도죄로 기소한다. 상점절도죄로 기소된
자는 동일 재산에 대한 불법침입죄나 절도죄로
기소할 수 없다.

(4) 불법침입.
(5) 차량 강탈.
(6)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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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68절의 (d)관 또는 (e)관의 의미 내에서
노인이나 피부양 성인에 대한 범죄.
(8) 496절에 대한 모든 위반 행위.
(9) 차량법 10851절의 의미 내에서 불법 차량
취득 또는 운전.
(10) 위조.
(11) 484e절에 따른 액세스 카드의 불법 판매,
이전 또는 양도.
(12) 484f절에 따른 액세스 카드 위조.
(13) 484g절에 따른 액세스 카드 불법 사용.
(14) 530.5절에 따른 신분 위장 절도.
(15) 차량법 10851절에 따른 차량 도난 또는
무단 사용.
(b) 1170절 (h)관 (3)항, 1170.12절 (a)관 (2)
항과 (4)항, 667절 (c)관 (2)항과 (4)항에
관계없이, (a)관에 명시된 범죄 전과가 2회
이상이고, 해당 범죄가 별개로 행해졌으며,
범죄자가 그 이후 금전, 노동, 부동산 또는 개인
자산의 가치가 이백오십 달러($250)를 초과하는
경절도죄 또는 상점절도를 범한 경우, 카운티
교도소에서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1170절 (h)
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한다.
(c) 본 절은 본 절을 위반하는 동일한 범죄적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금지하지 않는다.
8절. 조직화된 소매상 절도.
8.1절. 490.4절이 형법에 추가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90.4. (a) "상점의 재산 또는 상품"이란 물건,
제품, 상품, 물품 또는 소매업의 일환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한 것을 의미한다.
(b) "가치"란 해당 상점이 광고하는 물품의 소매
가격으로 세금을 포함한 가격을 의미한다.
(c) 459.5절 또는 490.2절에 따라 한 사람 이상과
공모하여 두 번 이상 상점 재산이나 상품의 총
가치가 이백오십 달러($250)를 초과하는 절도를
저지르고 180일간 해당 재산을 불법 점유한 자는
조직화된 소매상 절도죄에 해당한다.
(d) 1170절 (h)관 (3)항, 1170.12절 (a)관 (2)
항과 (4)항, 667절(c)관 (2)항과 (4)항에
관계없이, 조직화된 소매상 절도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1170절 (h)
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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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본 절의 목적상, 합동하여 절도한 상점
재산의 가치를 단일한 사건 또는 범죄로
취급하고, 절도의 경중을 결정하는 데 모든
상품의 가치를 합산한 금액을 고려할 수 있다.
(f) 본 절 하에서 기본 절도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기소할 수 있는 카운티에서 범죄를 기소할 수 있다.
(g) 본 절은 본 절을 위반하는 동일한 범죄적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금지하지 않는다.
9절. 개정.
본 법은 법령에 의해 수정되지 않으나, 본 법의
목적과 조사결과, 선언을 개선하여 양 의회에서
저널에 입력된 출결 투표를 통해 3/4의 찬성표를
얻어 각 의회를 통과한 법안이나 유권자에 의해
승인되어 효력을 얻은 법안에 의한 수정될 수 있다.
10절. 가분성.
본 법의 조항이나 조항의 일부, 또는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본 법의 적용 등이 어떤 이유로든
무효이거나 헌법에 위배된다고 간주되는 경우,
그러한 무효 또는 위헌 조항, 또는 그 적용이
영향을 주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 및
적용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며, 이를 위해 본
법의 해당 조항을 분리할 수 있다.
11절. 상충적인 발의안.
(a) 본 법안과 헌법 제I조 제32절에 따라 가석방 및
석방 후 지역사회 감독, DNA 수집, 또는 절도 범법
행위를 다루는 가석방과 관련한 고려 사항을
포함하는 다른 법안이 동일한 주 전역 투표 용지에
실리는 경우, 다른 법안 또는 해당 법안의 조항이 본
법안과 상충한다고 간주한다. 본 법안이 해당 법안과
상충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법안보다 더 많은 찬성
투표수를 얻는 경우, 본 법안의 조항이 전체적으로
효력을 가지며 다른 법안은 무효가 된다.
(b) 이 법안이 유권자의 승인을 받고 동일한
선거에서 유권자가 승인한 다른 상충되는 조치에
의해 법으로서 대체되고, 상충되는 투표 조치는
나중에 무효로 유지되는 경우, 이 법안은
자체적으로 실행되고 완전한 힘과 효력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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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주민발의안은 California 주 헌법 제II조
제8절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제출된다.
본 발의안은 민법의 조항을 개정하고 추가한다.
따라서 삭제가 발의된 현행 조항은 취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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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으로 기입되고, 추가하도록 발의된 조항은 (g) California 주는 전체 미국 인구의 단
새 조항임을 나타내기 위해 이탤릭체로 기입된다. 12 퍼센트에 불과하지만, California에는 미국
전체 노숙자의 22 퍼센트가 거주한다. (주택 및
상정된 법
지역사회 개발부)
서민임대주택법

(h) UCLA Anderson Forecast의 2018
연구에 따르면, 높은 임대비 중간값과 길이나
California 주 주민은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임시 거처에 사는 이들의 수가 깊이 연관되어
1절. 제목.
있다고 한다. 각 위험 요인을 취합하면, 주택
이
법안은
"서민임대주택법"(Rental 시장이 더 많은 부담을 요할 수록 노숙자의 수의
Affordability Act)으로 명명 및 인용한다.
증가에 기여한다.
2절. 발견 및 선언.
(i) 노숙자 문제는 주요 공중 보건 문제이다.
California 주 주민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노숙자를 위한 국립 보건 협의회에 따르면
노숙자는 조기 사망할 확률이 3-4배 높으며
선언한다.
(a)    그 어느때보다 많은 California 주민 전염병에 걸릴 확률은 더 높다.

(1700만 명 이상)이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 주
정부의 수치에 따르면, California의 주택
소유율은 1940년 이후로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 장년 밀레니얼 세대(25–34세)의 1/4
은 여전히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미 인구조사국).

(b) 최근 몇 년간 주택 임대료가 급증했다.
California의 평균 임대료는 다른 어느 주보다
높으며, 50개 주 중에서 California는 임대료는
4번째로 높다.

(c) 상승하는 임대 주택 가격으로, 대부분의
California 임차인들은 과도한 거주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임대비에 소득의 30퍼센트
이상을 지불하고 있다. 임대 가정 중 1/3은
임대비에 소득의 50 퍼센트 이상을 지불하고 있다.

(j) 연방 질병 통제 및 예방 센터는 주택 고급화로
인해 취약한 인구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해당 인구의 평균 수명이 단축되고 암
발병률이 높아지며 선천적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k)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직장인이 더 먼
거리에서 직장으로 출근하면서 통근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 혼잡이 심화되고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 Pew Charitable Trusts의
보고서에 따르면 편도 90분 이상 통근하는
California 주민의 수는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 40 퍼센트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는 직장
근처의 서민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이다.

(d) 전국저임금주택협회에 따르면 평균 1 (l) 임대료 안정화가 임차인, 주 경제, 환경 및
베드룸 아파트를 임대하려면 California 주 최저 공공 서비스에 넓은 범위의 혜택을 가져다 준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
임금을 기준으로 매주 92시간 일해야 한다.
(e) 주거 불안정 문제가 있는 가정은 임대비를 3절. 목적과 의도.
지불하는 것과 기본 생활재 중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는 그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불안정한 주거 환경과
건강의 쇠약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워하며, 이에 가난과 노숙자가 될
위험에 빠지고 있다.

(f) California 간호사 협회, 서비스 직원 국제
연합(SEIU) 및 California 교사 협회와 같은 주
전역의 노동 조합은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회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California
도심의 교사들은 급여의 40-70 퍼센트를
임대료로 지불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집을
마련하기 위해 직장에서 1시간 이상 초과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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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fornia 주 주민은 본 법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목적과 의도를 선언한다.
(a) California의 시와 카운티가 세입자가
관할권 내에서 임대 주택을 찾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임대료 관리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b) 수백만 California 세입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심각한 주거 문제와 노숙 상황에
직면하는 California 주민의 수를 줄인다.
(c) California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강제 퇴거 및 주거 이동 현상의 흐름을 변화한다.

(d) 주거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 허가서를
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경우, 시 혹은 카운티가
상정된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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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거 목적 부동산의 임대료를 통제할 수 또는 (2)항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하나의 주택
또는 유닛을 제외한 모든 주택 또는 유닛이
있는 모든 지방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e) 지방 법령이 공실에 따라 임대료를 부동산업자에 의해 선의의 매수인에게 주택 가치를
조절하도록 허용하면서, 임대인이 지역 조례에 위해 분리하여 매각되었고 부동산업자가 매각되지
따라 허용되는 기타 인상 비율에 더하여 향후 3년 아니한 콘도미니엄 주택 또는 유닛을 매각을 위해
간, 현재 공실인 유닛의 임대료를 15 퍼센트 분리한 후 최소 1년 이상 자신의 주 거주지로서
점유한 경우, 해당 비매각된 콘도미니엄 주택이나
이하로만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유닛에는 (3)항 (A)호가 적용된다.
(f) 1개 또는 2개의 주거용 주택 소유자를 지역
(C) 1995년 1월 1일에 시행된 조례 또는 헌장
임대료 관리법에서 면제한다.
조항에 따라 최초 또는 후속 임대료가 규율되는
4절. 민법 1954.50절이 개정되며, 그 내용은
주택 또는 유닛의 경우 다음이 적용된다.
다음과 같다.
(i) 본 조항에 기술된 부동산 소유주는 1999년 1
1954.50. 이 장은 Costa-Hawkins 임대 주택
월 1일 및 이후 날짜에 시행되는 임차가 1996년
구매력법(Costa-Hawkins Rental Housing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작성된
Affordability Act)으로 명명 및 인용한다.
경우 1999년 1월 1일 및 이후 날짜의 모든 기존
5절. 민법 1954.52절이 개정되며, 그 내용은 및 신규 임차에 대해 최초 및 모든 후속 임대료를
다음과 같다.
설정할 수 있다.
1954.52. (a) 다른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ii) 1999년 1월 1일부터는 본 조항에 기술된
주거용 부동산 소유주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부동산 소유주는 이전 임차가 1995년 12월 31
경우라도 해당하는 주택 또는 유닛에 대한 최초 일부터 시작된 경우 새로운 모든 임차에 대해
및 모든 후속 임대료를 설정할 수 있다.
최초 및 모든 후속 임대료를 설정할 수 있다.
(1) 1995년 2월 1일 이후에 발급된 점유 (iii) 1995년 1월 1일에 시행된 조례 또는 헌장
허가서가 존재하며, 소유주가 최초 또는 후속 조항에 따라 초기 임대료가 규율되는, 본 조항에
임대료를 설정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5년 이내에 설명된 주택 또는 유닛은 1999년 1월 1일까지
최초 점유 허가서가 발급된 경우.
1954.53절 (c)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초과할
(2) 신축 유닛에 대한 지방 면제 조항에 따라, 1995 수 없다. 본 조항에 설명된 주거용 부동산
년 2월 1일 또는 그 이전 시점에서 공공 임대 주택 소유주는 1999년 1월 1일까지 세입자가 본 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비웠거나, 떠났거나, 민사
관리 조례로부터 이미 면제된 경우.
(3) (A) 사업직업법11004.5절의 (b)관, (d)관 소송법 1161절 (2)항에 따라 퇴거된 경우에 한해
또는 (f)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유권과 별도로 주택 또는 유닛의 초기 임대료를 설정할 수 있다

기타 주거 유닛으로 양도 가능하거나 호에서 (b) (a)관은 소유주가 직접적인 재정적 기부나
세분화된 지분이며, 소유주가 2개 이하의 주거용 정부법 7편 1부 4.3장(65915절 이하)에 명시된
다른 형태의 지원을 고려하여   공공 기관과
주택 또는 주택 단위를 소유하는 자연인인 경우.
(B) 본 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계약함으로써 달리 합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않는 경우:

(i) 선행 임차가 소유주에 의해 1946.1절에 따른 (c) 본 절의 어느 부분도 퇴거의 근거를 규제하거나
통지를 통해 종료되거나 827절에 따라 통지된 감시하기 위해 존재할 수 있는 공공 기관의 권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임차 조항 변경에 따라 종료된 주택 또는 유닛.
(ii) 부동산 업자가 주택 가치를 위해 선의의 (d) 본 절의 중대한 건강, 안전, 화재, 건축 법규
구매자에게 별도로 판매되지 않은 콘도미니엄 주택 위반이 존재하는 모든 주택 및 유닛에는 적용되지
또는 유닛. 본 장에서 언급하는 유닛의 최초 아니한다. 단, 그러한 위반 사항이 유관 정부
임대료는 2001년 5월 7일을 유효일로 하여 합법 기관이 재해로서 인정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임대료가 된다. 다만, 본 장의 다른 조항에 의해 것이며 명도 이후 6월 이상 해소되지 아니한
규율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콘도미니엄 주택 또는 유닛으로서 (a)관 (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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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California 법에 따라, 임대인이 갖는
부동산에 대한 공정 수익률에 대한 권리는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가 시행하는 지역 헌장
조항, 조례 또는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다.
6절. 민법 1954.53절이 개정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54.53. (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1954.52절 및 본 절 (b)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는
지역 헌장 조항, 조례 또는 규정에 의해 주거용
부동산의 초기 및 모든 후속 임대료를 통제할 수
있다. 주거용 부동산의 소유주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 또는
유닛의 최초 임대료를 설정할 수 있다.
(1) 선행 임차가 소유주에 의해 1946.1절에
따른 통지를 통해 종료되거나 법에서 임대료 또는
수수료 금액으로 허용한 변경을 제외하고는 827
절에 따라 통지된 임차 조항 변경에 따라
종료되었다. 본 조항의 목적상, 적격 임차인에게
임대료 제한을 제공하는 정부 기관과의 계약 또는
기록된 합의에 대한 소유자의 계약 종료 또는
비갱신은 827절에 따라 임차 조건의 변경으로
해석된다.
(A) 조례 또는 헌장 조항에 의거하여 주거 또는
유닛에 대한 임대료를 통제하는 관할권에서 적격
임차인에게 임대료 제한을 제공하는 정부 기관과
계약 또는 기록된 합의를 종료하거나 갱신하지
않는 소유주는 계약 또는 합의의 해지 또는
비갱신일 이후 3년간 최초 임대료를 설정할 수
없다. 3년 기간에 새로 체결된 임차의 경우,
비워진 주택 또는 유닛에 설정된 신규 임차에 대한
임대료는 적격 임차인에게 임대료 제한을
제공하는 정부 기관과 계약 또는 기록된 합의의
종료 또는 비갱신에 따른 임대료와 동일한
임대료에 계약 또는 기록된 합의의 종료 또는 취소
이후에 승인된 인상분을 더한 금액이어야 한다.
(B) (A)호는 해당 주택 또는 유닛의 기존 공실이
해당 목에 규정된 적격 임차인에게 임대료 제한을
제공하는 정부 기관과의 계약 또는 기록된 합의의
비갱신 또는 취소에 따른 것이 아닌 이상 적격
임차인에게 임대료 제한을 제공하는 정부
기관과의 계약 또는 기록된 합의에 따라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12개월 이상의 신규
임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소유주가 직접적인 재정적 기부나 정부법 7
편, 1부 4.3장(65915절 이하)에 명시된 다른
형태의 지원을 고려하여 공공 기관과
계약함으로써 달리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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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95년 1월 1일에 시행된 조례 또는 헌장
조항에 따라 초기 임대료가 규율되는 주택 또는
유닛은 1999년 1월 1일까지 (c)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b) (a)관은 동일 세입자, 임차인, 인가된 승계인
또는 인가된 전차인이 초기 임대에 설정된
임대료로 전체 입주 기간에 대해 초기 임대를
갱신하는 경우도 포함 및 적용된다.
(c) (b) 헌장 조항, 조례 또는 규정으로 주택 또는
유닛의 초기 임대료를 관리하는 관할 지역에서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조례 또는 헌장
조항에 따라 통제되는 최초 임대료는 1999년 1
월 1일까지 본 관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초기
임대료는 기존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명도, 포기
혹은 민사소송법 1161절 (2)호에 따라 퇴거
조치된 경우, 주거용 부동산의주택 또는 유닛의
소유자는 명도 혹은 포기된 주택 또는 유닛의
초기 임대료를 최대 2회까지 설정한다설정하도록
허용된다. 이 경우 이 관에 따라 초기 임대료는
이후 3년 동안 임대료에 있어서의 모든 다른
증가를 포함하여 직전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보다
15% 더 많은 금액을 초과하거나 동등한 유닛에
대한 현행 시장 임대료의 70%, 또는 둘 중 더
높은 가격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초과해서는
안된다.
본 관에 따라 허용 및 설정되는 최초 임대료는의
인상은 지방 법에 따라 허가된 임대료 인상에
대신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추가될 수 있다.
(d) (1) 본 절의 내용 및 다른 법령은 임대
유닛을 전대하는 경우에서 해당 리스 혹은 임대차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임대료에 대한 합의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본 절의
어느 부분도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의무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2) 소유주와의 임대 계약서에 의거하여 주택
또는 유닛을 점유한 원래의 거주자가 영구적으로
그 곳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소유주는 1996년 1
월 1일 이전에 주택 또는 유닛에 거주하지 않은
합법적인 전차인 또는 양수인에게 본 조항에서
허용되는 금액만큼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3) 본 관은 해당 주택의 1명 이상의 이상의
거주자가 위에 명시된 소유주와의 계약에 따라
주택 또는 유닛의 합법적인 소유권이 있는
거주자로 남아 있거나, 또는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주택 또는 유닛에 거주한 합법적 전차인
또는 양수인이 주택 또는 유닛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택 또는 유닛의 점유에 대한
상정된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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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인 변경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전대 또는 양도에 대한
동의를 보류할 수 있는 소유자의 권리를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 법과 주거용 임대료를 책정하는 지방 정부
기관의 권한에 관련된 기타 법안이 동시에 동일
주 전체 선거 투표용지에 표시되는 경우, 그러한
기타 법안의 조항은 이 법과 상충되는 것으로
(4) 계약의 당사자로서 이후 임대료를 승인한 간주된다. 이 법이 다른 법안보다 더 많은 찬성
세입자로부터 소유자가 서면 통지를 받은 경우가 투표수를 얻는 경우, 이 법의 조항은 전체적으로
아니라면,   소유주가 임대료를 승인하는 것은 효력을 가지며 다른 법안은 무효가 된다.
권리 포기로 간주되거나, 달리 전대 또는 양도를
금지하는 계약 이행을 방해하거나, 초기 임대료를 발의안 22
설정하는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본 주민발의안은 California 주 헌법 제II조

(e) (c) 본 절의 어느 부분도 퇴거 사유를 규제
혹은 감시하는 공공 기관의 권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f)   본 (d)절 (b)관은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혹은 유닛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8절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제출된다.

본 발의안은 사업직업법에 새 조항을 추가하고
조세법의 조항을 개정한다. 상정되는 추가 조항은
그것이 새로운 조항임을 표시하기 위해
이탤릭체로 기입된다.

(1) 주택 또는 유닛이 보건 및 안전법 17920.3절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재난에 의한 위반은 제외하고 심각한 상정된 법
건강, 안전, 화재 또는 건물 법규 위반을 포함하는 1절. 10.5장(7448절 이하)이 사업직업법
것으로 해당 정부 기관의 검사 보고서에 인용되었다.
3부에 추가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공실일 최소 60일 전에 소환장이
10.5장. 앱 기반 운전자 및 서비스
발부되었다.
1조. 제목, 발견 및 선언, 목적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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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전 세입자가 비워서 60일 이상의 기간 7488. 제목. 본 장은 앱 기반 드라이버 및
동안 방치된 상태에서 지적된 위반이 완화되지 서비스 보호법(Protect App-Based Drivers
않았다. 그러나 60일의 기간은 소환장을 발부한 and Services Act)으로 명명 및 인용한다.
해당 정부 기관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7449. 발견 및 선언. California 주 주민은 다음
7절. 자유해석주의.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이 법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넓게 (a) 수 십만 명의 California 주민은 일하는 시간,
해석된다.
장소, 방법을 자유롭게 결정하면서도 소득을 얻기
8절.

수정 및 삭제.

9절.

가분성.

California 주 헌법 II조 10절 (c)관에 의거하여,
주의회는 저널에 입력된 출결 투표로서 2/3의
찬성표를 얻고 주지사의 서명으로 각 의회에서
통과된 법목적을 증진하기 위해 본 법안을 개정할
수 있다. 본 법에 따라 주거용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에 복원된
권한을 제한하거나 제거하는 법령은 유권자
다수가 승인하지 않는 한 유효하지 않다.
이 법의 조항 또는 그에 따른 사람이나 환경에
대한 적용이 무효인 경우, 해당 무효 조항은
법에서 무효 조항 적용 없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조항 또는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본 법률의 조항은 분리 가능하다.
10절.

상충되는 발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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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수단으로 승객을 운송하고 음식, 식료품 및
기타 물품을 배달하기 위해 앱 기반 승차 공유 및
배달 플랫폼을 사용하여 현대 경제에서 독립
계약자로 일하고 있다.
(b) 이러한 앱 기반 승차 공유 및 배달 운전자에는
자녀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 유연한 스케줄로 일을
하려는 부모, 수업 사이에 돈을 벌기를 원하는 학생,
고정 소득을 보충하고 사회적 교류를 위해
일주일에 몇 시간씩 승차 공유 또는 배달을 하는
은퇴자, 자주 이사하는 군인의 배우자와 파트너,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높은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가 수입이 필요한 가족 등이 포함되어 있다.
(c) 수 백만 명의 California 소비자와 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의 경제 전체도 앱 기반 승차
공유와 배달 플랫폼을 사용하는 독립 계약자로
일하는 사람들의 서비스로부터 이익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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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기반 승차 공유 및 배달 운전자는 대중에게
편리하고 저렴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음주 운전
및 만취 운전을 줄이며, 노인과 장애인의 이동성을
개선하며, 차량 구입이 어려운 가정에 새로운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식료품점, 레스토랑,
소매점 및 기타 사업체와 후원자에 저렴하고
편리한 새로운 배달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d) 그러나 최근 입법부는 수 십만 California
주민의 유연한 근무 기회를 빼앗겠다고 위협하였고,
잠재적으로 정해진 교대 근무와 의무 시간을
강요하고, 그들이 하는 일과 일하는 시간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
(e) 앱 기반 승차 공유 및 배달 플랫폼을 사용하여
주 전역에서 독립 계약자로 일하기 위한
California 주민의 능력을 보호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며, 이는 사람들이 소비자, 중소기업, 및
캘리포니아 경제에 유익한 앱 기반 승차 공유 및
배달 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원하는 일을 선택하고, 원하는 만큼
자주 또는 적게 일하고, 다양한 플랫폼 또는
회사와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f) 앱 기반 승차 공유 및 배달 운전자는
경제적으로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본 장은
이러한 근로자들에게 현행법상 이용할 수 없는
새로운 혜택과 보호를 제공하는 동시에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혜택과 보호는 부담적정보험법
(ACA)에 따라 요구되는 평균 기부금과 일치하는
의료 보조금, 최저 임금의 120퍼센트와 연계된
새로운 제한 없는 최저 소득 보장, 차량 비용 보상,
작업 중 부상을 보상하는 산재보험, 차별 및
성희롱에 대한 보호를 포함한다.
(g) California 법과 승차 공유 및 배달 네트워크
회사는 독립 계약자로 일할 수 있는 앱 기반 승차
공유 및 배달 운전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운전자와 소비자 모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보호 조치에는 최소한 운전자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 마약 및 알코올 관련 범죄에 대한 무관용
정책 및 운전자 안전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7450. 목적 진술. 본 장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California 주 전역에 걸쳐 승차 공유 및 배달
네트워크 회사와 함께 독립 계약자로 일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California 주민의 기본 법적 권리를 보호한다.
(b) 모든 앱 기반 승차 공유 및 배달 운전자가
근무 시간, 장소, 방법을 스스로 설정하는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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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승차 공유 및 배달 네트워크 회사가 앱 기반
승차 공유 및 배달 운전자에게 최소 보상 수준,
현장 상해 보험, 자동차 사고 보험, 자격을 갖춘
운전자에 대한 의료 보조금, 희롱과 차별에 대한
보호, 의무적인 계약 권리 및 항소 절차를 포함하여
새로운 보호 및 혜택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d) 앱 기반 승차 공유 및 배달 운전자가 고객이나
대중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범죄 경력 조회,
운전자 안전 교육, 기타 안전 조항을 의무화하여
공공의 안전을 개선한다.
2조. 앱 기반 운전자의 독립성
7451. 독립성 보호. 노동법, 실업보험법,
산업관계부 내의 이사회, 부서 또는 위원회의
명령, 규정 또는 의견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앱 기반
운전자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네트워크
회사와 앱 기반 운전자의 관계에서 직원이나
대리인이 아닌 독립 계약자이다.
(a) 네트워크 회사는 앱 기반 운전자가 네트워크
회사의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또는 플랫폼에
로그인해야 하는 특정 날짜, 시간 또는 최소
시간을 일방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b) 네트워크 회사는 앱 기반 운전자가 네트워크
회사의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또는 플랫폼에 대한
접근 권한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특정 승차 공유
서비스 또는 배달 서비스 요청을 수락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c) 네트워크 회사는 앱 기반 운전자가 업무
시간을 제외하고 다른 네트워크 회사를 통해 승차
공유 서비스나 배달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d) 네트워크 회사는 앱 기반 운전자가 다른
합법적인 직업이나 사업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7452. 계약 및 해지 조항. (a) 네트워크 회사와
앱 기반 운전자는 운전자가 네트워크 회사의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또는 플랫폼에 대한 접근
권한을 받기 전에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b) 네트워크 회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근거가 없는
한 앱 기반 드라이버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c) 네트워크 회사는 네트워크 회사가 계약을 해지한
앱 기반 드라이버에게 이의제기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7452.5.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성. 본 장의 제3
조(7453절 이하)에서 11조(7467절 이하)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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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항도 7451절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된
앱 기반 드라이버와 네트워크 회사 사이의 관계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3조. 보상
7453. 소득 보장. (a) 네트워크 회사는 각 소득
기간 중에 앱 기반 드라이버에게 본 절에 명시된
순수입 하한 이상의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순수입 하한은 앱 기반 드라이버에게 보장되는
삭감이 불가능한 최저 보상 수준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순수입 하한에 따라 앱 기반 드라이버가
그 이상을 보상받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b) 각 소득 기간에 대해, 네트워크 회사는 앱 기반
드라이버의 순수입과 해당 소득 기간 중 앱 기반
드라이버의 순수입을 비교한다. 소득 기간 중에 앱
기반 드라이버의 순수입이 동기간 순수입 하한보다
적은 경우, 네트워크 회사는 다음 소득 기간 이전에
앱 기반 드라이버 소득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c) 네트워크 회사 또는 대리인은 고객이 앱 기반
드라이버에게 결제, 지급 또는 남긴 팁이나 그
일부를 취하거나 수령하거나 보관하지 않아야
하며 여객 또는 운송과 관련하여 지급된 팁을
이유로 하여 앱 기반 드라이버의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 고객이 신용 카드로
팁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회사는 신용
카드 회사가 네트워크 회사에 청구하는 신용 카드
결제 처리 수수료 또는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고객이 신용 카드 영수증에 명시한 팁 전액을 앱
기반 드라이버에게 지급해야 한다.
(d)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 "적용되는 최소 임금" 이란 모든 산업에 대해
주가 규정한 최소 임금을, 혹은 모든 산업에
일반적으로 더 높은 최소 임금이 적용되는 지방
정부의 경계 내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물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 정부가 규정한 최소
임금을 의미한다. 적용되는 최소 임금은 승객을
태우거나 물품을 수령하는 위치에 따라 결정되며
해당 승차 공유 요청 또는 배달 요청이 완료되는
데 소요되는 총 시간에 대해 적용된다.
(2) "소득 기간" 이란 연속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네트워크 회사가 지정한 지급 기간이다.
(3) "순수입"이란 소득 기간에 앱 기반 드라이버가
수령한 총 소득을 의미한다. 단, 해당 금액은 다음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A) 해당 금액에는 팁, 톨비, 청소비, 공항료 또는
기타 고객 통과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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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해당 금액에는 인센티브 또는 기타 보너스가
포함될 수 있다.
(4) "순수입 하한"이란 모든 소득 기간 중에
다음으로 구성된 총액을 의미한다.
(A) 모든 근무 시간에 대해, 해당 근무 시간에
적용되는 최소 임금 합계의 120퍼센트.
(B) (i) 본 호에 명시된 차량 경비의 마일당 보상 x
총 운행 마일 수.
(ii) 본 장의 발효일 이후 및 2021년 동안, 차량
경비에 대한 마일당 보상은 운행 마일당 삼십센트
($0.30)이다. 2021년 이후에 주행 마일당 금액은
조항 (iii)에 따라 조정된다.
(iii) 2021년의 경우, 조항 (ii)에서 설명되는 차량
경비에 대한 마일당 보상은 연 1회 조정되어 미국
노동통계국이 공표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U)에 의해 측정된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주 재무국은 본 관에서
요구되는 조정 사항을 계산하여 공표해야 한다.
(e) 각 소득 기간 동안 앱 기반 드라이버의 순수입이
(b)관에 명시된 소득 기간 동안 앱 기반 드라이버의
순수입 하한 이상인 경우, 본 절의 어떠한 사항도
네트워크 회사가 앱 기반 드라이버에게 지정된 승차
공유 또는 배달 요청에 대하여 특정보상
금액을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본 절에서 순수입 하한은 각
소득 기간의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다.
4절. 복지
7454. 의료 보조금. (a) 부담적정보험법(ACA)에
따라 요구되는 평균 기여금에 따라 네트워크 회사는
본 절에 명시된 대로 적격 앱 기반 드라이버에게
분기별 의료 보조금을 제공해야 한다. 한 분기 동안
네트워크 회사의 플랫폼에서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이
다음에 해당하는 앱 기반 드라이버는 해당 네트워크
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조금을 수령한다.
(1) 해당 분기 내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이 2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분기의 각 월에 적용되는 평균
월별 Covered California 보험료에 대한 평균
ACA 기여금의 100 퍼센트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
(2) 해당 분기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
25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분기의 각 월에 적용되는
평균 월별 Covered California 보험료에 대한 평균
ACA 기여금의 50 퍼센트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
(b) 각 소득 기간 말에 네트워크 회사는 각
앱기반 드라이버에게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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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트워크 회사의 온라인 지원 애플리케이션
또는 플랫폼에서 해당 소득 기간 동안 누적된 앱
기반 드라이버의 근무 시간.
(2) 현재까지 해당 분기 동안 네트워크 회사의
온라인 지원 애플리케이션 또는 플랫폼에서
누적된 앱 기반 드라이버의 근무 시간.
(c) 본 절에 따라 보조금을 수령하는 앱 기반
드라이버가 Covered California를 통해 의료
보험에 가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Covered California가 판단하는 경우 Covered
California는 규정을 도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d) (1) (a)관에 명시된 의료 보조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네트워크 회사는 앱 기반 드라이버에게 현재
가입 중인 적격 의료보험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재 가입 중인 보험 증명서에는 의료 보험
멤버십 또는 신분증, 의료보험 보장 범위 및 공개 양식
증명 자료 또는 클레임 제출에 필요한 클레임 양식 및
기타 문서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 앱 기반 드라이버에게 (1)항에 명시된 가입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15일 이상의 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3) 네트워크 회사는 해당 분기 말의 15일 이내
또는 앱 기반 드라이버가 (1)항에 명시된 가입
증명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중 나중
일자 이내에 (a)관에 따른 분기당 지급 예정인
의료 보조금을 제공해야 한다.
(e) 본 절의 목적에 따라, 분기는 다음 네 개의
기간을 의미한다.
(1)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f) 본 절의 어떠한 사항도 앱 기반 드라이버가
동일 분기에 두 곳 이상의 네트워크 회사로부터
의료 보조금을 수령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쪽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g) 2020년 12월 31일 당일 혹은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에 도래하는 각 9월 1일 당일 혹은
그 이전에 Covered California는 Covered
California Bronze 의료 보험 플랜과 관련하여
주 전체에 적용되는 다음 연도의 개별 평균 월
보험료를 공표해야 한다.
(h) 본 절은 미국 또는 California 주가 본 절에
따른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장을 확대한 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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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시스템 또는 이와 상당히 유사한 시스템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7455. 손실 및 법적 책임 보호. 네트워크 회사가
다음 보험 보장 범위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네트워크 회사도 California
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없다.
(a) 앱 기반 드라이버의 이익을 위해, 앱 기반
드라이버가 네트워크 회사의 온라인 지원
애플리케이션 또는 플랫폼에 접속하여 이용하는
동안 발생한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및 소득
손실을 보상하는 산업 재해 보험. 보험 증권은
다음을 최소한으로 제공해야 한다.
(1) 최대 일백만 달러($1,000,000)까지 기발생
의료 지출에 대한 보장.
(2) (A) 노동법 4453절 (a)관에 따라 결정되는
최소 및 최대 주간 지급 비율로, 상해 날짜를
기준으로 부상 후 첫 104주까지 모든 네트워크
회사에서 발생한 앱 기반 운전자 주간 평균
소득의 66 퍼센트에 해당하는 장애 급여.
(B) "주 평균 소득"이란 보장 사고 전 28일 동안
모든 네트워크 회사에서 앱 기반 드라이버가
수령하는 총 소득을 4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
(b) 앱 기반 드라이버의 배우자, 자녀 또는 기타
부양 가족의 이익을 위해, 앱 기반 드라이버가
네트워크 회사의 온라인 지원 애플리케이션 또는
플랫폼에 접속하여 이용하는 동안 부상을 입어
사망하게 되는 경우 앱 기반 드라이버의 부상에
대한 상해 사망 보험금. 본 관의 목적 상, 매장
비용 및 사망 보험금은 노동법 4701절 및 4702
절에 따라 결정된다.
(c) 본 절의 목적 상, "온라인"이란 앱 기반
드라이버가 네트워크 회사의 온라인 지원
애플리케이션 또는 플랫폼을 활용하고 네트워크
회사로부터 혹은 근무 시간 중에 승객 공유
서비스 또는 배달 서비스를 요청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d) (a)관 및 (b)관에 따른 산업재해 보험금 또는
상해 사망 보험금은 온라인 상태이지만 부상을
입을 앱 기반 드라이버가 두 곳 이상의 네트워크
회사에 참여하거나 앱 기반 드라이버가 개인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하는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 사고가 한 곳 이상의 네트워크
회사에서 지급되는 산업재해 보험금 또는 상해
사망 보험금의 보장 대상인 경우, 청구가 제출된
네트워크 회사의 보험사는 최대 보장까지 한 곳
상정된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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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기타 네트워크 회사로 보장을 비례 배분할
수 있으며 (a)관 및 (b)관으로 제한된다.
(e) 본 절의 (a)관 또는 (b)관에 따라 앱 기반
드라이버에게 제공되는 보험금은 보험법 2부 3편 1
장의 2조(11580절부터 시작)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 상 근로자 보상법
또는 장해 보험금에 근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f) (1) 공공의 이익을 위해, 7463절에 명시된 바와
같이 DNC는 보험법 11580.1절 (b)관에 따른 정책
상 보장 받지 못하는 자동차를 앱 기반 드라이버가
근무 시간 중 운행하여 손상이나 손실이 초래된
경우 제3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고
당 최소 일백만 달러($1,000,000)의 자동차 책임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2) 공공의 이익을 위해, 7463절에 명시된 바와 같이
TNC는 공익사업법 2부 8장 7조(5430절 이하)에서
요구되는 책임 보험 증서를 유지해야 한다.
(3) 공공의 이익을 위해, 7463절에 명시된 바와
같이 TCP는 공익사업법 2부 8장 4조(5391절 이하)
에서 요구되는 책임 보험 증서를 유지해야 한다.
5조. 차별 금지 및 공공 안전
7456. 차별 금지. (a) 선의의 직업 자격에 따라
혹은 공적으로 혹은 앱 기반 드라이버 안전 요구
사항에 근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네트워크 회사가
인종, 피부색, 조상, 국적, 종교, 신념, 연령,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성별, 성,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또는 표현, 의학적 상태, 유전 정보, 결혼 여부, 군대
또는 재향 군인 상태에 근거하여 앱 기반 드라이버
혹은 장래의 앱 기반 드라이버가 네트워크 회사의
온라인 지원 애플리케이션 또는 플랫폼과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이들과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이들의 네트워크 회사의 온라인 지원 애플리케이션
이용을 정지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다.
(b) 본 절에 따라 수행되는 청구는 Unruh 민권법
(Unruh Civil Rights Act)(민법 제51절)에
의거하여 수립된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관련 요구 사항 및 구제 절차가 적용된다.
7457. 성희롱 방지. (a) 네트워크 회사는 차량
공유 서비스 또는 배달 서비스를 사용하는 앱 기반
드라이버와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성희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해당 정책은 네트워크
회사의 인터넷 웹 사이트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해당 정책에는 최소한으로 이하를 포괄해야 한다.
(1) 이하를 포함하여 성희롱을 구성할 수 있는
행동을 명확히 한다: 원치 않는 성적 접근, 곁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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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스처 또는 성적인 것을 암시하는 물건, 사진,
만화 또는 포스터 전시, 무례한 말, 욕설, 비방
또는 농담, 상세한 묘사, 성적 비하 발언이나
외설적이거나 음란한 메시지 또는 초대, 움직임
방해 또는 차단 뿐만 아니라 신체 접촉이나 폭행.
(2) 네트워크 회사가, 그리고 많은 사례에서 법 상
승차 공유 서비스 또는 배달 서비스를 사용하는 앱
기반 드라이버 및 고객은 금지된 괴롭힘을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3) 앱 기반 드라이버, 고객 및 승차 공유 승객의
기밀을 최대한 보장하는 불만 제기 제출 절차의
수립, 공정하고 시기 적절한 조사,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시정 조치 및 해결.
(4) 승차 공유 서비스 또는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앱 기반 운전자와 고객의 불만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불만 사항을 전자
상으로 제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5) 네트워크 회사가 불법 행위 혐의를 받는 경우
공정하고 시기 적절하며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것임을 명시.
(6) 승차 공유 서비스 또는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앱 기반 드라이버 또는 고객 모두
선의로 불만을 제기한 것이나 다른 앱 기반
운전자, 고객 또는 승차 공유 승객에 대한 조사에
참여한 결과에 대하여 보복을 받지 않음을 명시.
(b) 네트워크 회사의 온라인 지원 애플리케이션
또는 플랫폼을 통해 승차 공유 서비스 또는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앱 기반 드라이버는
다음을 모두 수행해야 한다.
(1) 네트워크 회사의 성희롱 정책을 검토한다.
(2) 앱 기반 드라이버는 네트워크 회사의 성희롱
정책을 검토했음을 네트워크 회사에게 입증해야
하며 이는 전자적인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다.
(c) 본 절에 따라 수행되는 청구는 Unruh 민권법(민법
제51절)에 의거하여 수립된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해당 요구 사항 및 구제 절차가 적용된다.
7458. 범죄 기록 확인. (a) 네트워크 회사는
네트워크 회사의 온라인 지원 애플리케이션 또는
플랫폼을 사용하여 승차 공유 서비스 또는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앱 기반 드라이버에 대한
최초 지역 및 국가 범죄 기록 확인을 수행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의뢰해야 한다. 범죄 기록 확인은
공익사업법 5445.2절 a관에 포함된 기준과
일치해야 한다. 반대되는 기타 법 조항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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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네트워크 회사가 초기 신원 조사를
위해 앱 기반 드라이버의 동의를 구한 이후에는
해당 앱 기반 드라이버의 범죄 기록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추가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
(b) 네트워크 회사는 앱 기반 드라이버가 네트워크
회사의 온라인 지원 애플리케이션 또는 플랫폼을
사용하도록 허가하기 전 (a)관에서 요구되는 최초
범죄 기록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네트워크 회사는
최초 범죄 기록 조사의 물리적 또는 전자적 사본이나
요약문을 앱 기반 드라이버에게 제공해야 한다.
(c) 앱 기반 드라이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네트워크 회사의 온라인 지원 애플리케이션
또는 플랫폼을 사용하도록 허가해서는 안 된다.
(1) 드라이버가 공익사업법 5445.2절 (a)관
(2)항 (B)호에 나열된 범죄, 형법 1192.7절의
(c)관에 정의된 심각한 중범죄 또는 형법
422.55절에 정의된 증오 범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2) 드라이버가 공익사업법 5445.2절 (a)관 (3)
항에 나열된 범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고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d) (1) 드라이버가 다음 중 하나에 나열된
범죄로 인해 체포되었음을 네트워크 회사가 알게
된 경우, 앱 기반 드라이버의 네트워크 회사
온라인 지원 애플리케이션 또는 플랫폼 이용이
일시 중지될 수 있다.
(A) 공익사업법 5445.2절 (a)관 (2)항 (B)호
또는 (3)항.
(B) 본 절의 (c)관.
(2) (1)항에 명시된 일시 중지는 공익사업법
5445.2절 (a)관 (2)항 (B)호 또는 (3)항에 나열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제된다.
이러한 처분에는 관련 혐의에 대한 사실 무근, 무죄
선고, 혐의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검사의 형사 고발
취하함을 의미하는 진술서 또는 형법 2부 3편 2장
(799절 이하)에 설명되는 모든 관련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나타내는 진술서가 포함된다.
(e) 본 절의 어떠한 사항도 네트워크 회사가 범죄
이력과 관련하여 추가 기준을 설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f) 민법 1786.12절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신용평가기관은 앱 기간 드라이버가 네트워크
회사의 직원 또는 독립 계약자로 채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앱 기반 드라이버 일자리를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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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사람에 대한 소비자 조사 보고서를 네트워크
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7459. 안전 교육. (a) 네트워크 회사는 앱 기반
드라이버가 네트워크 회사의 온라인 지원
애플리케이션 또는 플랫폼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기 전 앱 기반 드라이버가 본 절에 명시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b) 네트워크 회사는 각 앱 기반 드라이버에게
안전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본 절에서 요구되는
안전 교육에는 다음 주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충돌 방지 및 방어 운전 기술.
(2) 과속, DUI 및 부주의 운전 등 충돌을
유발하는 요인 식별.
(3) 성폭행 및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확인 및 신고.
(4) 온도 조절을 포함하여 식품 또는 식료품, 배달
식품의 식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배송 운전자.
(c) 네트워크 회사의 재량에 따라 온라인, 비디오,
또는 직접 교육을 통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d) (a)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1
일까지 네트워크 회사와 승차 공유 서비스 제공
또는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모든 앱 기반
운전자는 본 절에서 요구하는 보안 교육을 2021
년 7월 1일까지 이수해야 하며, 해당 일까지
네트워크 회사의 온라인 앱 또는 플랫폼을 통해
승차 공유 서비스 또는 배송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본 관에서
설명하는 앱 기반 운전자는 승차 공유 서비스 및
제공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 본 절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 네트워크 회사가 공공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보안 제품, 기능, 절차, 정책, 표준 또는 기타
노력, 또는 네트워크 회사가 제공하는 장비는 앱
기반 운전자에 대한 고용 또는 기관 관계의
지표가 아니다.
7460. 무관용 정책. (a) 네트워크 회사는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앱이나 플랫폼 또는 기타
기업에서 승인한 방법을 통해 앱 기반 운전자가
승차 공유 서비스나 배달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동안 약물이나 알코올에 의해 영향
받는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는
즉시 앱 기반 운전자가 네트워크 기업에서
온라인으로 사용하는 앱 또는 플랫폼에 대한
액세스를 중단하도록 하는 "무관용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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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관에서 설명한 신고를 받으면, 네트워크
회사는 즉시 차후 조사를 대비하여 앱 기반
운전자가 회사의 온라인 기반 앱이나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c) 네트워크 회사는 (a)관에서 설명한 발견되지
않은 신고를 아는 운전자나 고객, 또는 운전자가
온라인 앱이나 플랫폼에 액세스를 부당하게
거부되도록 의도한 신고에 기반하여 무관용 정책
위반을 한 것으로 신고 받은 모든 앱 기반
운전자나 고객은 네트워크 회사의 온라인 앱 또는
플랫폼에 대한 액세스를 중단해야 한다.
7460.5. 네트워크 회사는 응급 상황, 위급한
환경, 그리고 심각한 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돕는
정보 요청서를 제출하여 지속적이고 배타적으로
법 집행이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7461. 앱 기반 운전자의 휴식. 앱 기반 운전자는
운전자가 이미 6시간 동안 지속해서 로그오프되어
있지 않은 한, 24시간 중 총 누적 12시간 이상을
네트워크 회사의 온라인 앱 또는 플랫폼에
로그인하여 운전할 수 없다. 앱 기반 운전자가
이미 6시간 동안 지속해서 로그오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24시간 중 총 누적 12시간 이상을
네트워크 회사의 온라인 앱 또는 플랫폼 기반에
로그인하여 운전했다면, 해당 운전자는 네트워크
회사의 온라인 앱 또는 플랫폼 기반에 로그인하는
것이 최소 지속적인 6시간 동안 금지된다.
7462. 앱 기반 운전자 사칭. (a) 승차 공유 또는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제공하거나 시도하는
동안 사기로 앱 기반 운전자를 가장한 사람은
경범죄로 유죄가 집행되며, 최대 6개월 카운티
감옥에 수감되거나 최대 일만 달러($10,000)
벌금 또는 둘 다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본
호에서 기소를 배제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은 없다.
(b) 법에 의한 모든 처벌에 추가로, 형법 207절,
209절, 220절, 261절, 264.1절, 286절, 287절,
288절, 또는 289절에 기재 사항을 위반한 행위나
시도한 행위로 승차 공유 서비스 또는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또는 제공을 시도하는
동안 사기로 앱 기반 운전자를 가장한 사람은
추가 5년 형에 처할 수 있다.
(c) 법에 의한 모든 처벌에 추가로, 공범자가
아닌 타인에게 심각한 육체적 상해를 가한 중죄
또는 중죄를 시도한 행위로 승차 공유 서비스
또는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또는 제공을
시도하는 동안 사기로 앱 기반 운전자를 가장한
사람은 추가 5년 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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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법에 의한 모든 처벌에 추가로, 공범자가
아닌 타인에게 사망을 초래한 중죄 또는 그러한
중죄를 시도한 수수료 승차 공유 서비스 또는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또는 제공을
시도하는 동안 사기로 앱 기반 운전자를 가장한
사람은 추가 10년 형에 처할 수 있다.
6조. 정의
7463.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 "앱 기반 운전자"는 DNC 택배원, TNC
운전자, 또는 TCP 운전자, 또는 허가 소지자
개인을 의미하고, 제7451절이 충족하여 포함하는
(a)관에서 (d)관까지 설명된 조건을 충족한다.
(b) "평균 ACA 기여"는 Covered California의 평균
월 보험금의 달러 금액의 82 퍼센트를 의미한다.
(c) "Covered California의 평균 월 보험금"은 제
7454절 (g)관에 따라 발행된 달러 액수와 동일하다.
(d) "Covered California"는 California 의료
혜택 거래소를 의미하며, 정부 규정 22편
(100500절 이하)에 법제화되어 있다.
(e) "고객"은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자연인 또는
사업 단위를 의미한다.
(f) "배송 네트워크 회사"(DNC)는 California
주에서 주문형 배송 서비스를 사용할 때 이용하는
온라인 앱 또는 플랫폼과 DNC 택배로 집하된 관련
시간과 거리량의 기록을 유지하는 사업 단위를
의미한다. DNC 택배가 각 배송 요청을 수락 또는
거부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경우, DNC가
DNC 택배원에게 DNC가 온라인 앱 또는 플랫폼에
액세스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특정 배송 요청을
수락할 경우 배송 업체는 주문형 배송을 할 수 있다.
(g) "배달 네트워크 회사 택배원"(DNC 택배원)
은 DNC의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또는 플랫폼을
통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h) "배송 서비스"는 배송 요청을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장소에서든 하나 이상의 물품을
픽업하고 승용차, 자전거, 스쿠터, 보행, 대중 교통
또는 기타 유사 교통수단을 사용하여 고객이 선택한
거리의 픽업 지점까지 50마일 이내에 물품을
운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배송 요청에는 12개
이하의 다양한 고객별 주문이 포함될 수 있다. 배송
서비스에는 DNC 택배원이 배달에 동의한 배달과
관련된 경우 DNC 택배원이 물품을 선택, 수집 또는
구입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배달 서비스는 2019
년 10월 29일에 해당 절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
26090절에 의한 배송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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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관 마일리지"는 네트워크 회사에서 소유,
리스 또는 임대하지 않은 택배원 차량 사용 중
주행하는 모든 마일리지를 의미한다.
(j) (1) "연관 시간"은 (2)항 네 가지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네트워크 회사의 온라인 앱
또는 플랫폼에 기록된 일정 기간 동안 앱 기반
운전자가 승차 공유 요청 또는 배송 요청을 수락한
시점부터 앱 기반 운전자가 승차 공유 요청 또는
배송 요청을 완료하는 시간까지를 말한다.
(2) (A) 연관 시간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i) 고객이 요청을 취소한 후 승차 공유 서비스 또는
배송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시간.
(ii) 앱 기반 운전자가 서비스 완료 전에 서비스
수행을 포기한 상태에서 승차 공유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제공에 사용된 시간.
(B) 네트워크 회사는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앱이나 플랫폼을 수정하거나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제외할 수도 있다.
(k) "지방 정부"는 시, 카운티, 시와 카운티, 특정
시 또는 특정 카운티를 의미한다.
(l) "네트워크 회사"는 DNC 또는 TNC의 사업
단위를 의미한다.
(m) '승객 차량'은 차량법 제465절에 정의된
승객 차량을 의미한다.
(n) "자격을 갖춘 건강 제도"는 고용주가
지원하지 않거나 의료 보험 또는 의료 보험
프로그램으로 지원되지 않는 앱기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 보험 제도를 의미한다.
(o) "승차 공유 서비스"는 1명 이상의 사람을
운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p) "운송 네트워크 회사" (TNC) 는 공공시설
수칙 제5431절 (c)관에 기재된 정의와 동일하다.
(q) "운송 네트워크 회사의 운전자"(TNC
운전자)는 공공 시설 수칙 제5431절 (a)관에
기재된 운전자의 정의와 동일하다.
(r) "승객 이동 전세 계약"(TCP)은 공공시설 수칙 제
5360절에 기재된 정의와 동일하나, 운전자가
인터넷회사의 온라인 앱 프로그램이나 플랫폼을
통해 승용차를 이용해 승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7조. 균등한 업무 표준
7464. (a) 단일 승차 공유 서비스 또는 배송 서비스
작업은 일반적으로 여러 지방 정부의 관할 지역에
걸쳐 이동하는 앱 기반 운전자가 필요하다. 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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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500개가 넘는 시와 카운티가 있으며, 이는 교차
관할 서비스를 함에 있어 지역 규정이 중복되고
일관성없이 상충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b) 승차 공유 서비스와 배송 서비스의 관할 간
성격을 감안할 때, 이 장에 규정된 기타 요구
사항과 기준에 더하여, 주는 다음과 같은 분야를
점유한다.
(1) 7453절에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 앱 기반
운전자 보상 및 사례.
(2) 앱 기반의 운전자의 일정, 휴가, 의료 보조금
및 기타 업무 관련 수당, 장려금 또는 혜택.
(3) 앱 기반 운전자 면허증 및 보험 요건.
(4) 네트워크 회사의 앱 기반 운전자 계약 종료와
관련된 앱 기반 운전자의 권한
(c) (b)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절은 지방 정부가
경범죄와 중범죄를 처벌하거나 2019년 10월 29
일까지 제정된 지방조례와 규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지방 법령을 집행하는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8조. 소득 보고
7464.5 (a) 제3자 결제 기관인 네트워크 회사는
California에 주소지를 둔 앱 기반 운전자로서 총 보고
거래 금액이 제3자 정산 기관과 소득자 간 거래 횟수와
상관 없이 한 달에 육백 달러($600)와 같거나 그
이상일 경우 각 참여 소득자에 해당하는 자료 신고를
준비해야 한다. 제3자 정산 기관은 이러한 금액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보고하고 연방 보고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소득자에게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자료 신고는 다음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참여 소득자의 이름, 주소 및 세금 식별 번호.
(2) 참여 소득자와 관련된 지급 거래의 총액.
(b)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 신고서를 국내 소득
서비스국에 제출해야 하며, 네트워크 회사는 자료
신고서 전체의 사본을 (a)호에서 요구한 바대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제출하고 참여한
소득자에게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c) 네트워크 회사는 국내 소득 서비스 양식인 1099-K
의 사본을 제출하거나 Cal-1099-K와 함께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제출할 수 있다.
(d) 본 절의 목적에 따라:
(1) "참여 소득자"는 미국 법안 제26편
6050W(d)(1)(A)(ii)에 규정된 의미와 같다.
(2) "보고 가능한 지급 거래"는 미국 법 제26편
6050W(c)(1)에 규정된 의미와 같다.
상정된 법안 내용

22

| 37

상정된 법안 내용

22

(3) "제3자 정산 기관"은 미국 법 제26편
6050W(b)(3)에 규정된 의미와 같다.
(e) 본 절은 참여 소득자가 역년 동안 총 육백 달러
($600) 미만의 지급 거래를 보고하거나 참여 소득자가
앱 운전자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 본 절은 2021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보고 가능한 지급 거래에 적용된다.
9조. 개정
7465. (a) 본 장의 유효 날짜 이후, 입법부는
법령이 이 장과 일치하고 이 장의 목적을
증진한다는 전제 하에, 저널에 입력된 출결 투표로
7/8의 동의를 통해 주의회를 통과한 법령으로 이
장을 개정할 수 있다. 본 장을 개정하려는 법안은
법안이 인쇄되어 입법부 구성원에게 배포되고
입법부에서 통과되기 전에 최종적으로 최소 12
일간(영업일 기준) 인터넷에 게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통과되거나 법령이 될 수 없다.
(b) 2019년 10월 29일 이후에 제정되었으나 본 절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본 장 개정안을 구성하는 어떠한
법규도 이 규정이 (a)관의 요건에 따라 통과되지 않는
한 본 절이 발효된 날 이후에 시행할 수 없다.
(c) (1) 본 장의 목적은 제1조(7448절 이하)에
설명되어 있다.
(2) 7451절의 법령을 개정하는 법령은 본 장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3) 앱 기반 운전자가 특정 승차 공유 서비스나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은
다른 개인 또는 법인이 동일한 승차 공유
서비스나 배송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분류 상태에 따라 앱 기반 운전자에게
그 분류 상태에 따라 불평등한 규제 부담을
부과할 수 있으며, 본 장의 개정을 구성하고, (a)
관 및 (b)관에 설명된 대로 본 장의 목적과 일관된
개정안을 처리하는 절차에 따라 제정해야 한다.
(4) 운전자와 네트워크 회사의 계약 관계 또는
운전자에 대한 보상, 복리후생 또는 근로 조건과
관련하여 앱 기반 운전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모든 법인 또는 조직이 본 장의 개정을 구성하며,
(a)관 및 (b)관에 설명된 대로 본 장의 목적을
개정안을 처리하는 절차에 따라 제정해야 한다.
(d) 어떤 법규든 승차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앱 기반 운전자와
개인에게 범죄행위로부터 더 많은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적인 경범죄 또는 중범죄
처벌에 대한 법령은 입법부가 저널에 출석 의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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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식으로 (a)관 및 (b)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각 하원의 구성원 다수가 동의할 경우
제정할 수 있다.
10조. 규정
7466. (a) 7454절 (c)관과 (g)관의 실행과
관리를 위해 Covered California로 긴급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b) 본 절에서 채택된 모든 긴급 규정은 정부법 제2
편 3호 1부 3.5장(11340절 이하)에 따라 채택되어야
하며, 정부법 제11349.6절을 포함한, 해당 장의
목표에 대해, 이 규정의 채택이 긴급할 경우 행정처는
공공의 평화, 건강 및 안전 및 일반 복지를 즉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법으로 간주해야 한다. 다른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Covered California가 채택한
긴급 규정은 채택일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하다.
11조. 가분성
7467. (a) (b)관에 따라, 본 장의 조항들은
분리될 수 있다. 관할 법원의 결정으로 본 장의 절,
관, 항, 조항, 문장, 구절, 단어 또는 적용의 일부가
무효화된 경우, 그 결정이 본 장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alifornia
주 주민들은 본 장의 일부 또는 적용이 이후에
무효로 선언될 것일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무효 또는 위헌이라고 선언되지 않은 본 장과 각
및 모든 부분, 절, 관, 항, 조항, 문장, 구절, 단어
또는 적용을 채택할 것임을 선언한다.
(b) (a)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권자가 추가한
2조 7451절(7451절 이하)의 모든 부분, 절, 호,
항, 조항, 문장, 문구, 단어 또는 적용 일부가
투표권자가 추가하여 어떤 이유로 관할권을 가진
법원의 결정으로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그 결정은
이 장의 나머지 조항의 전체 내용에 적용되어야
하며, 본 장의 어떠한 조항도 유효하거나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2절. 조세법 17037절이 개정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037. 기타 규약 또는 일반 법령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a) 기업 및 직업 규정 3조 20.6장(9891절
이하), 세금 신고자 관련.
(b) 10.2부 (18401절 이하), 프랜차이즈 관리
및 소득세법 관련.
(c) 10.5부(20501절 이하), 재산세 지원 및
연기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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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10.7부(21001절 이하), 납세자 권리장전 관련.

연도에 관계 없이 일반 기금에서 관리자로
지속적으로 책정된다.

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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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11부(23001절 이하), 법인세법 관련.

(f) 15700 - 15702.1절, 정부 규정 포함, 5절. 자유해석주의.
이 법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유롭게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 관련.
(g) 기업 및 직업 규정 3부 10.5장 8조(7464.5절 이하) 해석되어야 한다.
상충되는 발의안.

(a) 본 발의안 및 앱 기반 운전자의 근로자 분류,
보상 또는 혜택을 직간접적으로 취급하는 다른 본 발의안은 California 주 헌법 제II조 8절의
투표용지 또는 조치가 주 전체 선거용지에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제출된다.
게재되는 경우, 다른 투표용지 또는 조치는 이 본 발의안은 보건 및 안전법에 새 조항을
조치와 상충되는 것으로 본다. 본 발의안이 더 추가한다. 상정되는 추가 조항은 그것이 새로운
많은 찬성 투표수를 얻는 경우, 본 법안의 조항이 조항임을 표시하기 위해 이탤릭체로 기입된다.
전체적으로 효력을 가지며 다른 투표용지
상정된 법
법안이나 발의안의 조항은 무효이다.
(b) 본 발의안이 유권자의 승인을 받았지만 동일한 1절. 이름.
선거에서 유권자가 승인한 다른 상충되는 투표용지 이 법은 "투석 환자 생명 보호법(Protect the
법안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 대체되고, 그러한 Lives of Dialysis Patients Act)"으로 호칭한다.
상충되는 법안이 나중에 무효로 결정되는 경우, 이
2절. 관련 사항 및 목적.
법안이 자체 실행력을 가지고 완전한 효력을 발휘한다.
California 주 주민들에 의해 채택된 이 법은 다음
4절. 법적 방어.
사항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본 절은 주민들의 소중한 발의권이 유권자의 의견을
(a)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한다.
변호하기를 거부하는 주 정치인들에 의해 부당하게
무효화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이 법안이 (1) 신장 투석은 사람의 체내에서 빼내 독소를 제거한
California 주 유권자의 승인을 받은 후, 어떤 혈액을 환자에게 다시 투입하여 생명을 구하는 의료
경우로든 이 법안의 범위 또는 적용을 제한하거나 과정이다. 한 회에 수 시간 소요되고 일주일에 세 번
이 법안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지방, 주 또는 연방 이상 해야 하며, 환자는 평생 또는 신장 이식을 받을 수
법을 위반한다는 혐의를 제기하는 법적 조치의 있을 때까지 투석을 계속 받아야 한다.
대상이 되어서 주지사와 법무장관 모두가 이 법안을 (2) California에서는 최소 70,000 명의 주민이
거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진다.
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
(a) 정부법 제2편 3부의 2편 6장(12500절 이하)
또는 다른 법에 포함된 내용과 상반되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법무장관은 California 주를 대신하여
충실하고 적극적으로 이 법을 변호할 독립적인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3) California의 투석 클리닉 중 거의 3/4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단 두 개의 다국적 영리
법인이 California 주 투석 환자의 약 75퍼센트
이상을 치료한다. 이 두 개의 다국적 법인은
California 주에서만 매년 약 $3억 5천만 이상의
(b) 법무장관은 독립 법률 고문을 지명하거나 수익을 내며, 투석 시술에서만 매년 수십억
이후에 대체하기 전에 독립 법률 고문의 자격을 달러의 수익을 올린다.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독립 (4) 투석 절차와 치료로 인한 부작용은 환자에게
법률 고문으로부터 이 법을 충실하고 적극적으로 몇 가지 위험을 야기하며, California의 많은
변호할 것이라는 서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서면 투석 클리닉은 이에 대해 적절한 치료 수준을
확인서는 요청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언급된다. 적절한 치료
(c) 주지사 및 법무장관이 유권자의 뜻에도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환자에게 해를 입히고,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 법안을 입원 치료가 필요하게 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변호하기 위해, California 주를 대신하여 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법안을 충실하고 적극적으로 변호하도록 독립 (5) 투석 클리닉은 현재, 현장에 의사를 두어
법률 고문을 고용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회계 치료 수준을 감독하고, 환자의 치료 계획을
상정된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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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히 준수하도록 보장하고 안전 프로토콜을 없이 면허가 발급된 만성 투석 클리닉을 소유
감시할 필요가 없다. 투석 치료가 제공될 때마다 또는 운영하는 개인, 회사, 협회, 파트너십, 법인
또는 기타 단체를 의미한다.
환자들은 현장에서 의사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

(6) 투석 치료는 혈류에 직접 접근하여, 환자가 4절. 1226.8절이 보건 및 안전법에 추가되며,
위험한 감염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 적절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고와 감염률의 투명성은 클리닉들이 치료 1226.8. (a) 모든 만성 투석 클리닉은 그 만성
수준을 향상시키고 환자들이 그들의 치료를 위해 투석 클리닉의 비용으로 센터 내 투석 환자를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치료하는 동안 현장에 상주하는 면허를 가진
(7) 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의료 시설이 문을 닫을 의사를 최소 한 명 이상 두어야 한다. 이 의사는
때, California 규제 기관은 유해로부터 환자를 환자 안전에 대해서 또한 의료 행위의 제공과 그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수준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투석 클리닉이 문을 닫을 때 취약 환자에게 (1) 만성 투석 클리닉은 자격을 갖춘 의사가
강력한 보호 조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진정으로 부족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8) 투석 기업들은 2018년과 2019년에
California 유권자와 입법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1억 이상을 지출하면서 California에서
신장 투석 환자를 위한 보호법을 제정하려는
노력에 반하여 로비를 해 왔다.
(b) 목적:

(1) 이 법의 목적은 외래 신장 투석 클리닉이 말기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저렴한
치료를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2) 이 법안은 주 정부가 예산 중립적으로
시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3절. 1226.7절이 보건 및 안전법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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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처에 (a)관의 요건에 대한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담당 부처는 해당
클리닉에 센터 내 투석 환자를 치료하는 동안
현장에 면허를 소지한 의사, 간호사 또는 보조 의사
중 최소 한 명 이상을 배치하여 (a)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2) (1)항에 따라 부처에서 부여한 예외 적용의
기간은 클리닉이 부처의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일 년으로 한다.
(b) 각 만성 투석 클리닉, 해당 클리닉 또는 그 관리
기관은 해당 부처에, California 내 각 만성 투석
클리닉의 의료 관련 감염(HAI)의 발생과 유형 그리고
부처가 투석 클리닉 의료 관련 감염 ("투석 클리닉
HAI") 비율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외 정보를 포함한 투석
클리닉 HAI 자료를 해당 부처에서 정한 형식과
일정에 따라 분기별로 보고한다. 클리닉 또는 관리
기관의 최고 운영 책임자 또는 수석 책임자는 부처에
제출한 투석 클리닉 HAI 보고서가 정확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검토 후 확인해야 하며 이는
위증죄의 적용을 받는다. 해당 부처는 이 보고서의
투석 클리닉 HAI 자료를 보고서에서 제공된 세부
사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게시된 정보에는 각 만성 투석 클리닉의 관리
기관을 식별하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만성 투석 클리닉은 이 세부 조항의 요건에
따라 부처에 보고하는 것 외에, 투석 클리닉 HAI
자료를 국가 의료 안전 네트워크에 국가 의료 안전
네트워크의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1226.7. (a) 만성 투석 클리닉은 환자의
치료비를 누가 지불하는지에 따른 차별 없이
환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만성 투석 클리닉은 환자의 치료비를 누가
지불하는지를 기준으로 치료의 이용 또는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이러한 금지된 차별은 의료비
납부자가 환자 개인, 사기업, 보험사, Medi-Cal,
Medicaid, 또는 Medicare 인지에 따라 발생하는
차별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또한 본
절은 만성 투석 클리닉의 관리 기관에도 적용되며,
관리 기관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클리닉에서
또는 그러한 클리닉 간에 본 절에서 금지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b) 정의:
(1) "만성 투석 클리닉"은 1204절 내에서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2) 해당 부처는 만성 투석 클리닉 또는 관리 기관이
(2) "관리 기관"이라 함은 해당 개인 또는 단체 본 세부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유지하지
자체가 해당 면허를 직접 보유하는지 여부와 관계 못하였거나 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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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제출된 보고서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만성 투석 클리닉 또는 관리
기관에 십만 달러 ($10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부처는 위반의 심각성,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정보의 중요성 및 위반 사항에
대한 설명의 강도(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벌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징수된 벌금은 만성
투석 클리닉을 관리하는 법을 이행하고 집행하기
위한 용도로 해당 부처에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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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해당 부처는 의료 서비스의 폐업 또는
대폭적인 감축이나 폐지에 대한 제안에 동의,
조건부 동의 또는 동의하지 않을 재량권을 가진다.
부처는 그 결정을 내릴 때, 클리닉, 그 관리 기관 및
기타 이해 당사자가 제출한 정보와 부처가 관련
있다고 간주하는 다른 요소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 환자가 지속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클리닉의 세부 계획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에 대한
(c) 정의. 본 절의 목적에 따라:
(1) "만성 투석 클리닉"은 1204절 내에서와 같은 의료 서비스의 가용성 및 접근성에 미치는 효과.
(2) 만성 투석 진료를 제공하는 다른 기관에게
의미를 가진다.
(2) "투석 클리닉 HAI"는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클리닉의 소유권 또는 운영을 매매, 임대 또는
국가 의료 안전 네트워크에서 정의한 투석과 관련된 양도하기 위한 클리닉 또는 관리 기관의 선의의
혈류 감염, 국소 통로 부위 감염, 혈관 통로 감염 노력의 증거.
또는 해당 부처의 규정에 따른 모든 적합한 추가적 (3) 클리닉과 그 관리 기관의 재정적 자원.
또는 대체적인 정의를 의미한다.
(c) 정의:
(3) "관리 기관"은 1226.7절 내에서와 같은 (1) "만성 투석 클리닉"은 1204절 내에서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의미를 가진다.

(4) "면허를 소지한 의사"는 기업 및 직업 규정 (2) "관리 기관"은 1226.7절 내에서와 같은
2부 제5장(2000절 이하)에 따라 주에서 면허를 의미를 가진다.
부여한 신장전문의 또는 기타 의사를 의미한다.
6절. 1226.10절이 보건 및 안전법에 추가되며,
(5) "국가보건의료안전망"은연방 질병통제예방센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터가 개발 및 관리하는 안전한 인터넷 기반 시스템으로,
1226.10. (a) 만성 투석 클리닉 또는 관리
HAI의 발생과 관련된 위험 조정 투석 클리닉 HAI
기관이 1226.8절 또는 제1226.9절에 따른 부처의
자료 및 이러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구현된 공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만성 투석 클리닉
조치를 수집, 분석 및 보고하며, 실질적으로 이와
또는 관리 기관은 제131071조에 따라 10 영업일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는 모든 후행 자료 수집 시스템을
이내에 공청회를 요청할 수 있다. 만성 투석 클리닉
의미한다.
또는 관리 기관은 모든 항소가 끝나고 해당 부처가
(6) "간호사"란 기업 및 직업 규정 2부 6장(2700 승소한 경우 모든 행정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절 이하)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고 공인 간호사
(b) 정의:
협회로부터 간호사로서 인증을 받은 공인
(1) "만성 투석 클리닉"은 1204절 내에서와 같은
간호사를 의미한다.
의미를 가진다.
(7) "보조 의사"는 기업 및 직업 규정 2부 7.7장(3500
절 이하)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보조 의사를 의미한다. (2) "관리 기관"은 1226.7절 내에서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5절. 1226.9절이 보건 및 안전법에 추가되며,
7절. 1266.3절이 보건 및 안전법에 추가되며,
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26.9. (a) 만성 투석 클리닉을 폐쇄하거나
만성 투석 클리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을 1266.3. California 납세자가 투석 환자 생명
실질적으로 줄이거나 없애기 전에 해당 클리닉 보호법의 이행 및 집행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또는 그 관리 기관은 해당 부처에 서면 통지를 지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해당 부처는 1266절에 따라 만성 투석 클리닉에
하고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부과되는 수수료를 산정, 평가 및 징수할 때 제
상정된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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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7절부터 1226.10절 각각의 이행 및 집행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8절. 이 법안의 어떠한 내용도 보건 및 안전법
1250절 (a)관, (b)관, 또는 (f)관에 따라 허가
받은 의료 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9절. (a) 주 보건부는 이 법안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건
및 안전법 1226.8절 및 1226.9절을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채택하기 위한 권한을 가진다.
(b) 부처가 본 법안의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필요한 최종 규정을 채택할 수 없는 경우, 긴급
이행 규정의 채택이 공공 평화, 보건, 안전, 또는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전을 위해 긴급하고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해당 부처는 본
법안의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또는 그로부터
실현 가능한 한 가장 빠른 때에 첫 긴급 이행
규정을 채택한다. 이러한 긴급 규정이 채택될
경우, 해당 부처는 긴급 규정이 만료될 때까지
필요한 최종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10절. California 주 헌법 제II조 10절 (c)관에
의거하여, 본 법안은 주 전역 선거에서 주민
투표로 제안된 후속 법안 또는 입법부에 의해
합법적으로 통과되고 주지사가 서명한 법령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단, 법안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한 경우에 한한다.
11절. (a) 본 발의안과 투석과 관련된 다른 발의안
또는 조치(만성 투석 클리닉 또는 투석 환자의
치료와 관리에 관한 규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가 동일한 주 선거 투표용지에 표시되는 경우,
다른 발의안은 본 법안과 상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본 발의안이 더 많은 찬성 투표수를 얻는
경우, 본 법안의 조항이 전체적으로 효력을 가지며
다른 발의안 또는 법안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b) 본 발의안이 유권자의 승인을 받았으나 동일한
선거에서 유권자가 승인한 다른 상충되는 투표용지
법안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 대체되고, 그러한
상충되는 법안이 이후에 무효로 결정되는 경우, 본
법안이 자체 시행되며 완전한 효력을 발휘한다.
12절. 이 법의 조항은 분할 가능하다. 본 법안의
조항 또는 그 적용이 무효인 경우, 그 무효 조항
또는 적용 없이 효력을 부여받을 수 있는 본
법안의 나머지 부분 또는 다른 조항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California 주 주민들은 이 법령의
일부 또는 적용이 이후에 무효로 선언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무효 또는 위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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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되지 않은 이 법령과 모든 부분, 절, 관, 항,
조항, 문장, 구절, 단어 또는 적용을 채택할
것임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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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주민발의안은 California 주 헌법 제II조
제8절 조항에 따라 주민에게 제출된다.

본 발의안은 민법의 조항을 개정하고 추가한다. 따라서
삭제될 것으로 제안된 기존 조항은 취소선 서식으로
기입되고, 추가하도록 발의된 새로운 조항은 새
조항임을 나타내기 위해 이탤릭체로 기입된다.

상정된 법
0.5절:

2020 California 개인정보 권리법
목차

1절.

제목: 2020 California 개인정보 권리법

3절.

목적과 의도

2절.
A.

B.
C.

4절.

발견 및 선언
소비자 권리

기업의 책임

법의 시행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의 일반 의무

5절. 개인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
6절. 부정확한 개인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

7절. 수집되는 개인 정보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 개인 정보 접근권

8절. 판매되거나 공유되는 개인 정보의 내용과
그 대상을 알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
9절. 개인 정보의 판매 또는 공유를 거부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
10절. 민감한 개인 정보의 사용 및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

11절. 거부 또는 기타 권리의 행사에 따른 보복
금지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12절.

통지, 공개, 수정 및 삭제 요구

14절.

정의

16절.

개인 정보 보안 침해

13절. 개인 정보의 판매, 공유, 사용 및 민감한
개인 정보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법
15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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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절.

행정 집행

19절.

상충되는 조항

18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1절.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 기금
선점
규정

회피 방지
면제 조항

California 개인정보 보호국 설립
개정

가분성

상충되는 발의안
신분
구조

유보 조항

발효일 및 시행일

제목.

본 법안을 2020 California 개인정보 권리법
(California Privacy RIghts Act of 2020)으로
명명 및 인용한다.
2절.

발견 및 선언.

California 주 주민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 1972년 Califormia 유권자는 Califormia 헌법
개정을 통해, 모든 사람이 가지는 "불가분적" 권리에
개인정보권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는 현대 사회의
데이터 수집과 이용 증가로 인해 개인의 자유와
보안에 대한 침해가 가속화됨에 대해 유권자들이
반응한 결과이다. 해당 개정안을 통해 모든
California 사람들이 가지는 합법적이고 집행 가능한
헌법 상의 개인정보권을 확립했다. 해당 개인정보권의
근거는 개인이 자신의 개인 정보의 사용, 판매 등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다.

B.
California 유권자들이 헌법 상의
개인정보권을 승인한 이후, California 입법부는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Online Privacy
Protection Act)을 포함하여 California
주민들의 개인정보, 디지털 세계법(Digital
World Act)의 California 미성년자를 위한
개인정보권 및 샤인 더 라이트(Shine the Light)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채택해왔지만, 소비자는 기업이 수집한 자신의
개인 정보의 내용 및 사용 방법을 파악하고 이를
판매하지 않도록 기업에 지시할 권리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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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 문제는 2018년에 62만 9천 명 이상의
California 유권자들이 2018 California 소비자
개인정보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에 대하여 주민 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청원을 진행하며 바뀌었다. 해당 법안
자격에 따라, 입법부는 2018 California 소비자
개인정보법(CCPA)을 법률로 제정했다. CCPA는
California 소비자들에게 기업이 자신과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에 대해 알 수 있고, 개인
정보를 삭제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 사이를
이동할 때 해당 이용자를 목표로 하는 광고를
표시하기 위해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기업이 개인 정보를 판매하는 것을
막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D. CCPA가 발효되기 전부터 입법부는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해 2019년에 많은 법안을
고려하였으나 일부 개정안은 법안의 효력을 약화할
우려가 있었다. California 유권자들이 행동에
나서지 않는 한, 소비자들이 힘들게 싸워서 얻은
권리가 향후 법률 제정으로 인해 훼손될 것이다.
E. California는 개인정보권을 희석하기보다는
계속 강화해야 한다. 많은 기업체들이 소비자 개인
정보를 수집 및 사용하며, 일부 경우 해당
소비자에 개인 정보를 사용 및 보유에 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기도 한다. 실무에서는 소비자가
기업체로부터 재화나 서비스의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자신의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재화나 서비스를 위해
교환하는 개인 정보의 가치가 종종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업 관행에 따라 소비자들은 거래를 가치
있게 평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조건이나 조항이
복잡하고 불명확한 경우가 많기에, 대부분의
소비자는 계약서를 읽거나 이해할 시간이 없다.
F.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무엇을 교환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기업과 효과적으로 협상하는 것이
어렵다. 다른 경제 분야의 경우 시장 비교를 통해
특정 재화나 서비스가 저렴한지 비싼지 소비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반면, 개인 정보의 활용은
기업체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자신의 정보가 특정 기업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파악하기가 힘들다.
상정된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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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따라서 주 정부는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가
사용되는 방법과 목적에 대해 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할 유인이 있다. 식품의
성분 표시가 소비자가 더욱 효과적으로 쇼핑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 관리 방법의
공개는 소비자들이 정보 경제에서 더 많은 정보를
아는 계약 당사자가 되고 경쟁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소비자가 기업에 자신의
정보를 판매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소비자는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샅샅이 검토하여
해당 기업이 실제로 데이터를 판매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그로 인한
시간 절약은 전체적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다.

H. 소비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평등한 입장에서 기업과 협상하도록 할 수 있는 더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 소비자는 개인 정보가
광고에 사용되는 방법을 포함하여 개인 정보의
사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고, 소비자가 개인
정보 도난 방지를 위해 기업의 민감한 개인 정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하여 개인 정보를 관리,
수정 또는 삭제하고, 개인 정보의 판매 및 공유를
거부하고, 자신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를 기업이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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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아동은 개인정보권과 관련한 협상에 있어
특히 취약하다. 부모는 어린 자녀의 개인 정보로
수집, 판매, 공유되는 정보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업에 자녀에 대해 수집된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부여받아야 한다.
K. 또한, 기업은 데이터 보안 침입에 대해
소비자에게 직접 책임을 져야 하며 민감한 개인
정보가 유출되면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L. 독립적인 감시 기관을 두어 소비자의
개인정보권을 보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체와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인지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개인정보권을
침해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 집행을
하도록 해야 한다.
3절.

목적과 의도.

이 법을 제정하는 California주 주민들의 목적과
의도는 개인정보에 대한 헌법 상의 권리를
포함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더 철저히 보호하는
것이다. 이 법의 시행은 다음 원칙을 준수한다.
A. 소비자 권리

1. 소비자는 자신과 자녀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주체, 사용되는 방법, 공개되는 대상에
I. California는 우리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킨 많은 대해 알아야 하며, 이를 통해 자신과 자녀의 개인
신기술의 세계적인 선구자이다. 오늘날 인류 역사상 정보에 대한 기업의 사용을 유의미하게 통제할 수
가장 중요한 발명품 중 하나인 인터넷, 그리고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인터넷 상에서 생겨난 새로운 서비스와 사업이 없는 2. 소비자는 자신의 민감한 개인 정보 사용,
세계는 상상하기 어렵고, 그 중 상당수는 이 곳 소비자에게 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무단 사용 또는
California에서 발명되었다. 인터넷에서 가장 공개를 제한하는 것을 포함하여 개인 정보의
성공적인 사업 모델 중 하나는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사용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수집, 사용 및 공개
부과하는 대신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에 대해 의미 있는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
서비스이다. 광고 기반 서비스는 수 세대를 걸쳐
존재하며, 소비자와 사업체 모두에게 훌륭한 사업 3. 소비자는 자신의 개인 정보에 접근, 수정,
모델로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일부 광고 삭제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체로 이전할
기업은 소비자에게 불투명한 기술과 도구를 경우 개인 정보 역시 이전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하여 많은 양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거래하며, 4. 소비자 또는 공인 대리인은 쉽게 접근할 수
인터넷을 통해 개인 정보를 추적하고, 개인 관심사에 있는 셀프서비스 도구를 통해 이러한 옵션을
대한 상세한 프로필을 작성한다. 소비자에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일부 기업은 소비자의 5. 소비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고 해당 권리를
개인정보로 수익을 창출하여 이러한 서비스 재원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마련한다. 소비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들어본 적이
6. 소비자는 해커와 보안 침입으로부터 가장
없는 수백 개의 기업에 판매되거나 공유되지 않도록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예방
국소적인 개인 정보 보호 광고로 자신의 정보 사용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제한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도구가 있어야 한다.
있어야 한다.
이러한 도구가 없다면, 소비자가 다양한 기업과 상호
작용할 때 실제로 체결하는 이러한 계약에 대해 7. 소비자는 기업의 개인 정보 이용으로부터
이익을 얻어야 한다.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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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비자와 기업 간의 관계와 직원, 독립 계약자와
기업 간의 관계의 차이를 고려하여 직원과 독립
계약자의 개인정보권도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이
법은 전국 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에 따른 조직권과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이 법의 목적과 의도는 2023년 1월
1일까지 이 법의 예외 사항을 사업체와 임직원에서
사업상 커뮤니케이션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B. 기업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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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 및 소비자에게는 책임과 권리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제공되어야 한다.
3. 법은 소비자가 기업의 소비자 개인 정보
사용에 대해 의도적으로 자유롭게 기업과 협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법은 기술 변화에 따라 조정되고 소비자가 권리를
행사하며 기업이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강화라는
지속적인 목표를 준수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5. 법은 프로컨슈머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1. 기업은 소비자에게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활성화하고 기업의 이행을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
사용하는 방법과, 개인 정보에 대한 권리 및 단, 해당 개정안은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를
선택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훼손하거나 약화시키지 않아야 한다.
알려야 한다.
6. 법은 필요한 경우 운영 개선을 위해
2. 기업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이며 합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단, 해당 개정안은 소비자
공개된 목적으로만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를 훼손하거나 악화시키지 않아야
수집해야 하며, 해당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하며, 비즈니스 및 혁신에 미칠 영향에 관해
이유로는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 사용 또는 주의해야 한다.
공개해서는 안 된다.
7. 기업은 적극적인 행정 및 민사 집행을 통해 법
3. 기업이 소비자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개인 정보를 수집, 사용, 공유하는 목적에 의해
8.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및 기업 규정 준수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성 있는 정보만
향상하는 범위까지 법은 기타 관할권의
수집하도록 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양립해야 한다.
4. 기업은 소비자와 그 자녀가 자신의 개인
4절. 민법 1798.100절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정보를 취득, 삭제, 수정하며, 사업 플랫폼,
서비스, 기업 및 기기 간의 판매 및 공유를 1798.100.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의 일반 의무
거부하고, 민감한 개인 정보의 사용을 제한할 수 1798.100. (a) 소비자는 기업이 수집한 개인
있게 하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소비자나 정보의 범주 및 특정 정보를 소비자의 개인
그 공인 대리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이 해당 소비자에게
5. 기업은 그러한 권리를 행사한 것을 원인으로 공개하도록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b) (a) 소비자의 개인 정보 수집을 관리하는
6. 기업은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보안 기업은 수집 시 또는 이전에 소비자에게 다음에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예방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수집한 개인 정보의 범주 및 개인 정보의
7. 기업은 소비자의 개인정보권 침해 시 책임을 해당 범주가 수집 또는 활용되거나 활용 예정인
져야 하며, 위반으로 인해 아동이 영향을 받은 정보의목적 및 해당 정보의 판매 또는 공유 여부.
기업은 본 절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경우 더욱 큰 처벌을 받아야 한다.
고지하지 않고 추가 범주에 해당하는 개인 정보를
C. 법의 시행
수집하거나 해당 개인 정보가 수집된 공개된
1. 소비자의 권리와 기업의 책임은 소비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가적인 목적을 위해 개인
개인정보권 강화를 목표로 시행하되, 사업과 정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혁신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소비자
(2) 기업이 민감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권과 유익한 신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이 수집되는 민감한 개인 정보의 범주 및 개인 정보의
절대 양립할 수 없는 목표는 아니다. 강력한 해당 범주가 수집 또는 활용되는 목적 및 해당 정보의
소비자 개인정보 권리는 혁신과 개인정보를 판매 또는 공유 여부. 기업은 본 절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호하는 신제품 개발을 위한 동기를 제공한다.
고지하지 않고 추가 범주에 해당하는 민감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해당 민감한 개인 정보가 수집된
상정된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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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가적인 목적을 위해
민감한 개인 정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민감한 개인 정보 등 각 범주의 개인 정보를
기업이 보유하려는 기간, 또는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기간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
단, 기업은 개인 정보 수집에 관한 공개된 목적에
대하여 소비자의 개인 정보 또는 민감한 개인
정보를 해당 공개된 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b) 소비자에 대한 개인 정보 수집을 관리하는 제3
자로 행위하는 기업은 요구되는 정보를 인터넷 웹
사이트의 홈페이지에 눈에 띄도록 크게 제공하여 제
(a)관에 따른 의무를 충족할 수 있다. 또한, 제3자로
행위하는 기업이 차량 등 자산에 대한 소비자의
개인 정보 수집을 관리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수집
시점 또는 이전에 수집되는 개인 정보의 범주 및
개인 정보의 범주가 사용되는 목적과 개인 정보의
판매 여부를 해당 위치에 명확하고 눈에 잘 띄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c) 기업의 소비자 개인 정보 수집, 사용, 보유 및
공유는 개인 정보가 수집되거나 처리되는 목적
또는 개인 정보가 수집된 맥락과 양립하는 다른
공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고 적절해야 하며 이러한 목적과 양립되지
않는 방식의 추가적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d) 사업상의 목적으로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 또는
공유하거나 서비스 제공자나 계약자에게 이를
공개하는 기업은 해당 제3자, 서비스 제공자 또는
계약자와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해당 개인 정보가 제한적인 특정 목적으로만
기업이 판매 또는 공개함을 명시.
(2) 제3자, 서비스 제공자 또는 계약자가 본 편에
따라 적용되는 의무를 준수할 것과 본 편에서
요구되는 바와 동일한 수준의 개인 정보 보호를
제공할 것을 의무로 설정.
(3) 제3자, 서비스 제공자 또는 계약자가
적절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 본 편에 따른
기업의 의무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양도된 개인
정보를 사용할 권리를 기업에 부여.
(4) 제3자, 서비스 제공자 또는 계약자가 더 이상
본 편에 따른 의무를 충족할 수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 기업에 통지할 것을 요구.
(5) (4)항 등에 따라 통지 시 기업이 적절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 개인 정보의 무단 사용을
중단 및 시정할 권리를 부여.
(e) 1798.81.5절에 따라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은 개인 정보 속성에 적합한
합리적인 보안 절차와 관행을 구축하여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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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무단 또는 불법 액세스, 파괴, 사용, 수정
또는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f) 1798.185절 (a)관 (3)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본 절의 어떠한 사항도
기업이 거래 비밀을 공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c) 기업은 검증할 수 있는 소비자 요청에 한하여
(a)관에 명시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d) 소비자로부터 개인 정보 액세스에 대한 검증할
수 있는 요청을 받은 기업은 본 절에 의해 요구되는
개인 정보를 해당 개인에게 무료로 공개 및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우편
또는 전자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전자
방식으로 제공되는 경우 정보는 이동이 가능해야
하며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비자가
해당 정보를 방해 없이 다른 기관으로 전송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기업은 언제라도 소비자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12개월 내 2회 이상
소비자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
(e) 본 절은 기업이 정보를 판매하거나 보관하지
않는 경우 또는 개인 정보로 간주되는 방식으로
관리되지 않는 정보를 재식별하거나 연결하는
경우, 일회성 단일 거래를 위해 수집한 개인
정보를 보관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5절. 민법 1798.105절이 개정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98.105. 개인 정보를 삭제할 소비자의 권리
1798.105. (a) 소비자는 기업이 소비자로부터
수집한 개인 정보를 기업에 삭제 요청을 할
권리가 있다.
(b) 1978.130절에 따라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은 소비자 개인 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공개해야 한다.
(c) (1) 본 절 (a)관에 따라 검증 가능한 소비자
개인 정보의 삭제 요청을 받은 기업은 기록에서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삭제하고 서비스 제공자
또는 계약자에게 기록에서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삭제할 것을 지시해야 통지해야 하며 기업이 개인
정보를 판매 또는 공유한 모든 제3자에게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삭제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단,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노력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기업은 삭제 요청을 한 소비자의 개인 정보에
대하여 해당 삭제 요청을 한 소비자 개인 정보가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법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 또는 본 편에서 허용되는 목적에 한하여
삭제 요청 기록을 기밀로 유지할 수 있다.
(3) 서비스 제공자 또는 계약자는 기업과 협력하여
검증이 가능한 소비자 요청에 대응하고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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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에 따라 삭제하거나 기업이 삭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자체 서비스 제공자 또는 계약자에게 서비스
제공자 또는 계약자가 수집, 사용, 처리 또는 보관하는
소비자 개인 정보를 삭제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 또는 계약자는 기업의 지시로 정보에
접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서비스 제공자,
계약자 또는 이들을 통해 개인 정보에 액세스하는
모든 제3자에게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삭제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 또는
계약자는 서비스 제공자 또는 계약자가 기업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 또는 계약자의 역할에서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 사용, 처리 또는 보관하는 범위까지
서비스 제공자 또는 계약자에게 소비자가 직접
제출한 삭제 요청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d) 기업은 또는 기업이나 다른 서비스 제공자나 다른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행위하는 서비스 제공자
또는 계약자는 기업 또는 서비스 제공자 또는
계약자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관리할 합리적인 필요가 있는 경우 소비자 개인 정보
삭제에 대한 소비자의 요청을 따를 필요가 없다.
(1) 개인 정보를 수집한 목적인 거래를
완료하거나, 연방법에 따라 실시되는 제품 리콜
또는 명시된 보증 약관을 이행, 소비자와 기업의
현재 관계에 따라 소비자가 요청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계약을 이행하려는 경우.
(2) 보안 사고를 감지하거나 이상, 기만, 사기
또는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하거나 해당 활동에
대한 책임자를 고발하려는 경우. 소비자의 개인
정보가 합리적으로 필요하고 그러한 목적에
적합한 범위까지 보안 및 무결성을 보장하도록
지원하려는 경우.
(3) 기존의 의도한 기능의 손상을 유발하는
오류를 식별 및 수정하려는 경우.
(4) 소비자의 자유 발언 또는 자유 발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다른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거나
법에 의해 제공되는 다른 권리를 행사하려는 경우.
(5) 형법 제2편 제12편의 3.6장(1546절 이하)
에 따른 California 전자 통신 개인정보 보호법
(California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을 준수하려는 경우.
(6) 소비자가 사전 동의를 제공하여 기업의 정보
삭제로 인해 적용되는 기타 모든 윤리 및
개인정보법을 준수하는 공공 이익에 대한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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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동료 검토가 수행되는 과학적, 역사적 또는
통계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그러한 연구에 참여하려는 경우.

(7) 소비자가 기업과 가지고 있는 관계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기대에 합리적으로 부합하고
소비자가 정보를 제공한 맥락과 부합하도록
내부적으로만 사용하기 위한 경우.
(8)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

(9) 소비자가 정보를 제공한 맥락에 부합하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내부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6절. 1798.106절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법에

추가되며,

그

1798.106. 부정확한 개인 정보를 수정할
소비자의 권리
(a) 소비자는 소비자에 대한 부정확한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기업에 대하여 개인 정보의 속성
및 개인 정보의 처리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b) 1978.130절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은 부정확한 개인 정보의
수정을 요구할 권리를 공개해야 한다.
(c) 소비자로부터 부정확한 개인 정보에 대한
검증 가능한 수정 요청을 받은 기업은 1798.185
절 제(a)관의 제(8)조에 따라 채택된 규정 및
1798.130절에 따라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통해 부정확한 개인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7절. 민법 1798.110절이 개정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98.110. 수집되는 개인 정보의 내용을 알
소비자의 권리 개인정보 접근권
1798.110. (a) 소비자는 소비자에 대한 개인
정보 수집하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다음을
공개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다.
(1) 수집한 소비자의 개인 정보의 범위.
(2) 개인 정보 출처 범위.
(3) 개인 정보의 수집, 또는 판매 또는 공유하는
사업상 또는 상업적 목적.
(4) 기업이 비공개 개인 정보를 공유공개하는 제3
자의 범위.
(5) 소비자로부터 수집한 특정 개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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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소비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은
1798.130절 (a)관 (3)항 (B)호에 따라 검증이
가능한 소비자 요청을 받은 경우, (a)관에 명시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단, 기업은 (c)관 (1)항
~(4)항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와 동일한 (a)관
(1)항~(4)항을 따라 소비자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개인 정보를 수집, 판매 또는 공유하는 사업적
또는 상업적 목적 및 정보 범주의 범위까지 (a)관
(1)항~(4)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c) 소비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은
1798.130절 (a)관 (5)조 (B)항에 따라 다음을
공개해야 한다.
(1) 수집한 소비자의 개인 정보의 범주.
(2) 개인 정보 출처 범위.
(3) 개인 정보의 수집, 또는 판매 또는 공유하는
사업상 또는 상업적 목적.
(4) 기업이 비공개 개인 정보를 공유공개하는 제3
자의 범위.
(5) 소비자는 기업이 해당 소비자에 대하여
수집한 특정 개인 정보를 요청할 권리를 보유.
(d) 본 절은 기업이 다음을 수행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1) 정상적인 사업 과정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해당
정보가 보관되지 않는 경우 일회성 단일 거래를
위해 수집된 소비자에 대한 모든 개인 정보를 보관.
(2) 정상적인 사업 과정에서는 개인 정보로
고려되지 않는 방식으로 관리되는 데이터의
재식별 또는 연결.
8절. 민법 1798.115절이 개정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98.115절. 판매 또는 공유되는 개인 정보의
내용과 그 대상을 알 소비자의 권리
1798.115. (a) 소비자는 사업상의 목적으로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판매 또는 공유하거나 이를
공개하는 기업이 다음을 해당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다.
(1) 기업이 수집한 소비자의 개인 정보의 범위.
(2) 소비자에 대하여 기업이 판매하거나 공유하는
개인 정보의 범위 및 개인 정보가 판매되거나 공유된
제3자의 범위, 개인 정보가 판매되거나 공유된 제3
자의 각 범위에 대한 개인 정보의 범위 기준.
(3) 사업상의 목적으로 기업이 소비자에 대하여
공개한 개인 정보의 범위 및 사업상의 목적으로
개인 정보가 공개된 사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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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사업상의 목적으로 소비자에 대하여 개인
정보를 판매 또는 공유하거나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기업은 1798.130절 (a)관 (4)조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검증이 가능한 요청을 받는 경우
소비자에게 (a)관에 명시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c) 사업상의 목적으로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판매 또는 공유하거나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기업은 1798.130절 (a)관 (5)조에
따라 다음을 공개해야 한다.
(1) 기업이 판매하거나 공유한 소비자 개인
정보의 범위 또는 기업이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판매하거나 공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2) 사업상 목적으로 공개된 소비자 개인 정보의
범주 또는 기업이 사업상 목적을 위해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해당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d)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1798.120절에
따른 철회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는 판매되거나 공유받은
소비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판매하거나 공유하지
않아야 한다.
9절. 민법 1798.120절이 개정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98.120절. 개인 정보의 판매 또는 공유를
거부할 소비자의 권리
1798.120. (a) 소비자는 언제라도 소비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 또는 공유하는
기업이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판매 또는 공유하지
않도록 명령할 권리가 있다. 본 권리를 판매 또는
공유 철회 권리라고 한다.
(b) 제3자에게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판매하거나
이를 공유하는 기업은 1798.135절 (a)관에 따라
본 정보가 판매 또는 공유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는 본인 개인 정보의 판매 또는 공유를 "
철회할 권리"가 있음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c) (a)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13세 이상 및
16세 미만에 해당하거나 소비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소비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소비자 개인
정보의 판매 또는 공유를 확정적으로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비자가 16세 미만임을
기업이 실질적으로 인지하는 경우 기업은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판매 또는 공유하지 않아야
한다. 소비자의 연령을 의도적으로 묵살하는
기업은 소비자의 연령을 실질적으로 인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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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 권리를 "가입 권리"
권리라고 한다.
(d) 기업은 소비자로부터 해당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판매 또는 공유하지 말 것을 명령 받거나
미성년자의 개인 정보가 미성년자 소비자 개인
정보 판매 또는 공유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이후에 소비자 개인 정보의 판매 또는
공유에 대한 명확한 권한 동의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798.135절 (a)관 (c)관 (4)조에 따라
소비자의 명령을 수령한 후 해당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판매 또는 공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10절. 1798.121절이 민법에 추가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98.121절. 민감한 개인 정보의 사용 및
공개를 제한할 소비자의 권리
1798.121. (a) 소비자는 언제라도 소비자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이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요청하는 평균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여
1798.140절 (e)관 (2)항, (4)항, (5)항 및 (8)
항에 명시되고 1798.185절 (E)관 (19)항 (C)
호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의해 허가되는 바와
같이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용으로
사용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 사용을 제한하도록
명령할 권리가 있다. 본 관에 명시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기업은 1798.135절 (a)
관에 따라 본 정보가 사용되거나 서비스 제공자
또는 계약자에게 공개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지정된 목적과 함께 소비자는 민감한 개인
정보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b) 하위절 (a)에서 인정하는 권한을 제외하고,
소비자에 의해 민감한 개인 정보를 이용 또는
노출하지 말 것을 명령받은 기업은 1798.135절
하위절 (c)의 (4)항에 따라 소비자의 명령을 받은 후
소비자의 동의 없이 어떠한 목적으로도 소비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의 이용 또는 노출을 할 수 없다.
(c) 하위절 (a)에서 인정하는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돕는 서비스 제공자 또는 계약자는
사업자의 지시를 받은 후 해당 민감한 개인
정보는 이용할 수 없으며, 해당 개인정보가
민감한 개인 정보라는 사실을 실제 인지하는
경우, 하위절 (a)에서 인정하지 않은 다른
목적으로는 해당 민감한 개인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서비스 제공자 또는 계약자는 기업과 맺은
서면 계약에 따라 받은 민감한 개인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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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시에 대응하고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해서만 이용하도록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d) 소비자의 특징을 유추하기 위해 수집하거나
처리하는 민감한 개인 정보는 1798.185절
하위절 (a) (19)항 (C)호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서
추가로 정의되는 본 절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1798.100절을 포함하여 본 법안의 모든 절의
목적을 위한 개인 정보로 간주된다.
11절. 민법 제1798.125절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1798.125. 거부 또는 기타 권리의 행사에 따른
보복 금지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1798.125. (a) (1) 기업은
소비자가
본
제목에 따라 소비자 권리를 행사한다는 사유로
다음과 같이 소비자를 차별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경우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B) 할인 또는 기타 혜택을 사용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서로 다른
가격 또는 이율을 부과하는 경우.
(C) 소비자에게 다른 수준 또는 품질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D) 소비자가 다른 가격 또는 비율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받거나 다른 수준 또는 품질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받도록 제안하는 경우 .
(E) 본 제목 하의 권리를 행사하여 1798.145절
하위 절 (m) (2)항 (A)호에 규정된 직원, 취업
신청자 또는 독립 계약자에게 보복하는 경우.
(2) 본 하위절의 모든 규정은 소비자의 데이터가
기업에 제공하는 가치와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기업이 하위절 (b)에 따라 소비자에게 서로
다른 가격 또는 이율을 부과하거나, 소비자에게
다양한 수준 또는 품질 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3) 본 하위절은 기업이 본 제목과 일치하는
충성도, 보상, 고급 기능, 할인 또는 클럽 카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b) (1) 기업은 개인 정보를 수집, 개인 정보의
판매 또는 공유 , 또는보유 개인 정보의 삭제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보상으로서 비용을 지급하는
등 금전적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기업은 또한
해당 가격 또는 그 차이가 소비자 데이터가 기업에
상정된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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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가치와 합리적이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소비자에게 다양한 가격, 요율, 수준
또는 품질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본 하위절에 따라, 금전 보상을 제공하는
기업은 1798.130절에 따라 소비자에게 금전적
보상에 대하여 통지해야 한다.
(3) 기업은 금전 보상 프로그램의 실체 조항을
명확히 기술하고 언제든지 소비자에 의해 철회될
수 있는 제 1798.130절에 따라 소비자가 기업에
사전에 가입 동의를 한 경우에만, 소비자가 금전
보상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소비자가 사전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기업은
다음에 소비자가 사전 동의를 제공하도록
요청하기 전에 또는 1798.185절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의거하여 최소 12개월 동안 기다려야 한다.
(4) 기업은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거나
강압적이거나 또 는 본질적으로 고리 대금의 금전
보상 관행을 행해서는 안 된다.
12절. 민법 제1798.130절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1798.130. 통지, 공개, 수정 및 삭제 요구
1798.130 (a) 1798.100, 1798.105, 1798.106,
1798.110, 1798.115 및 1798.125절을 준수하기
위해 기업은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형식으로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 (A) 1798.110 및 1798.115절에 따른 정보
공개 요청 또는 1798.105 및 1798.106절에 따른
삭제 또는 수정 요청에 대한 두 가지 이상의
지정된 방법을 각각에 대하여, 적어도 수신자
부담 전화 번호를 포함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온라인으로만 운영되고 개인 정보
수집 대상인 소비자와 직접적인 관계있는 기업은
1798.110 및 1798.115절에 따라 정보 공개
요청을 제출하거나 1798.105 및 1798.106절에
따른 삭제 또는 수정 요청 을 위한 이메일 주소만
제공하면 된다.
(B) 기업이 인터넷 웹사이트를 유지하는 경우,
소비자가 1798.110 및1798.115절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 요청, 또는 1798.105 및
1798.106절에 따라 삭제 또는 수정 요청 등을
위해 인터넷 웹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A) 소비자로부터 검증 가능한 요청을 받은
후 45일 이내에 요청에 따라 필수 정보를 무료로
공개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부정확한 개인
정보를 수정하거나,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기업은 요청이 확인 가능한
소비자 요청인지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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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보를 소비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정보의 공개 및 전송, 부정확한 개인
정보를 수정하거나 개인 정보를 삭제하는 것으로
사업의 의무를 확장하지 않는다. 필수 정보 제공,
부정확한 개인 정보 정정 또는 개인 정보 삭제
등의 기간은 소비자에게 최초 45일 이내에 연장
통지를 제공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하다면
추가로 45일 한 번 연장될 수 있다. 필수 정보의
공개는 기업이 확인 가능한 소비자 요청을 받기
전 12 개월 기간을 포함해야 하며 소비자가
기업에 계정을 유지하는 경우 소비자의 계정을
통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는 소비자가
기업에 대한 계정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소비자가 방해받지 않고 해당 정보를
한 실체에서 다른 실체로 전송할 수 있도록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우편 또는 전자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은 요구되는 개인
정보의 성격 상 합리적인 소비자의 인증을 요구할
수 있지만, 소비자가 제공 받은 확인 가능한
요청을 하기 위해 기업에 계정을 생성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가 기업에 계정을
유지하고 가지고 있는 상태일 경우, 해당 기업은
소비자가 해당 계정을 이용하여 확인 가능한
소비자 요청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B) 필수 정보의 공개는 제1798.185절 (a)호 (9)
항에 따라 규정을 채택한 경우 기업이 검증
가능한 소비자 요청을 수신하기 전 12개월
기간을 포함한다. 소비자는 12개월이 지난 후에
필요한 정보를 기업에 공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많은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2개월이 지난 후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와 해당 정보를 제공할 기업의
의무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수집해둔 개인
정보에만 적용된다. 본 호의 어떤 내용도 기업이
개인 정보를 장기간 보관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3) (A) 제1798.110 또는 1798.115절에 따라
검증 가능한 소비자 요청을 받은 기업은 소비자에
대해 수집한 모든 개인 정보를 서비스 제공자또는
계약자를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 업체 또는 계약자는 제
1798.110 또는 1798.115절에 따라 소비자 또는
소비자의 공인 대리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확인
가능한 소비자 요청을 서비스 제공자 또는 계약자로
역할 내에서 서비스 제공 업체 또는 계약자가
소비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한 범위까지 준수할
필요가 없다. 서비스 제공 업체 또는 계약자는
서비스에서 서비스 제공 업체 또는 계약자가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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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정확한 정보를 수정하거나
기업이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얻은
결과로 획득한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확인
가능한 소비자 요청에 대한 기업의 응답과 관련하여
계약 관계가 있는 기업에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기업과의 서면 계약에 따라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서비스 제공 업체 또는 계약자는 제1798.100절의
(d)에서 (f)호까지 요건을 준수하는 데 있어 적절한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를 통해 처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B) 제1798.110절 (b)호의 목적
(A) (i) 소비자를 식별하려면 확인 가능한 소비자
요청에서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를 소비자에 대해
기업에서 이전에 수집한 개인 정보와 연결한다.
(B) (ii) 수집해둔 개인 정보를 가장 유사하게
설명하는 (c)호에 열거된 범주 또는 범주를
참조하여 해당 기간 동안 이전 12개월 동안
소비자에 대해 수집해둔 개인 정보를 다음 범주별로
식별한다. 소비자의 개인 정보가 수집해둔 출처의
범주,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 판매 또는
공유하기 위한 기업 또는 상업적 목적, 기업이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제삼자의 범주.
(iii) 소비자로부터 얻은 특정 개인 정보를 일반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구조화되고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하여 소비자의 요구를 침해하지 않는 다른
실체로 전송할 수 있다. "특정 정보"에는 보안 및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생성된 데이터 또는
규정에 기술된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서비스 전환의 맥락에서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한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이전하도록
기업에 지시할 때 기업에서 개인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4) 제1798.115절 (b)호의 목적
(A) 확인 가능한 소비자 요청에서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를 소비자에 대해 기업에서 이전에
수집한 개인 정보와 연결하여 소비자를 식별함.
(B) 개인 정보를 가장 유사하게 설명하는 (c)
호에 열거된 범주를 참조하여 해당 기간 동안
기업이 이전 12개월 동안 판매 또는 공유한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범주 또는 범주별로
식별하고, 판매 또는 공유된 개인 정보를 가장
근접하게 설명하는 (c)호의 열거된 범주 또는
범주들을 참조하여 해당 기간 동안 이전 12개월
동안 소비자의 개인 정보가 판매 또는 공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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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자의 범주를 제공한다. 기업은 (C)호의
목적으로 생성된 목록과는 다른 목록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C) 개인 정보를 가장 유사하게 설명하는 (c)호에
열거된 범주를 참조하여 해당 기간 동안 기업이 이전
12개월 동안 기업 목적을 위해 공개된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범주 또는 범주별로 식별하고, 기업
목적을 위해 공개된 개인 정보를 가장 근접하게
설명하는 (c)호의 열거된 범주 또는 범주들을
참조하여 해당 기간 동안 이전 12개월 동안
소비자의 개인 정보가 기업 목적을 위해 공개된 제3
자의 범주를 제공한다. 기업은 (B)호의 목적으로
생성된 목록과는 다른 목록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5) 기업에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정책 또는
정책들이 있고 California 특정 소비자의 개인
정보 보호 권리에 대한 설명이 있거나 기업이
해당 정책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다음 정보를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정책 또는 정책에 공개해야 하고, 해당 정보를
최소 12개월에 한 번 업데이트해야 한다.
1798.106,
(A) 제1798.100,
1798.105,
1798.110, 1798.115 및 1798.125절에 따른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 및 요청 제출을 위한
하나, 둘 이상의 지정된 방법, (a)호 (1)항 (A)목에
제시된 경우 제외.
(B) 제1798.110절 (c)호의 목적.
(i) 수집된 개인 정보를 가장 유사하게 설명하는
(c)호에 열거된 범주 또는 범주들을 참조하여
지난 12개월 동안 소비자에 대해 수집한 개인
정보 범주 목록.
(ii) 소비자의 개인 정보가 수집된 출처의 범주.
(iii) 소비자의 개인 정보의 수집, 판매 또는
공유를 위한 사업적 또는 상업적 목적.
(iv) 기업이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제3자 범주.
(C) 제1798.115절 (c)호 (1) 및 (2)항의 목적에
대한 두 개의 개별 목록:
(i) 판매 또는 공유된 개인 정보를 가장 유사하게
설명하는(c)호에 열거된 범주 또는 범주들을
참조하여 지난 12개월 동안 소비자에 대해 판매
또는 공유한 개인 정보 범주 목록, 또는 기업이
지난 12개월 동안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판매하거나 공유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그
사실을 개인 정보 취급 방침에 명시해야 한다.

(ii) 공개된 개인 정보를 가장 유사하게 설명하는
(c)호에 열거된 범주를 참조하여 지난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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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기업 목적을 위해 소비자에 대해 공개된 개인
정보 범주 목록, 또는 기업이 지난 12개월 동안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기업 목적을 위해 공개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6) 기업의 개인 정보 보호 관행 또는 기업의 본
제목 준수에 대한 소비자 문의를 처리에 책임이
있는 모든 개인에게 제1798.100, 1798.105,
1798.106, 1798.110, 1798.115, 1798.125절
및 본 절의 모든 요구 사항과 소비자가 해당 절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7) 소비자의 요청에 대한 기업 확인과 관련하여
소비자로부터 수집한 모든 개인 정보는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개인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거나 확인 목적을 위해 필요한 기간 이상
보유하거나 관련 없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b) 기업은 제1798.110 및 1798.115절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동일한 소비자에게 12개월 동안
두 번 이상 제공할 의무가 없다.
(c) 제1798.100, 1798.110 및 1798.115절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개인 정보의 범주는 제
1798.140절 (v)호 (1)항을 포함하여 (A)에서 (K)
호에 명시된 특정 용어를 사용하여 개인 정보의
범주를 설명하고 제1798.140절 (ae)호를
포함하여 (1)에서 (9)항에 명시된 특정 용어를
사용하여 민감한 개인 정보의 범주를 설명하여 제
1798.140절 (v)호의 개인 정보와 민감한
개인정보의 정의, 정의 집합을 따른다.
제13절. 민법 1798.135절은 개정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98.135. 개인 정보의 판매, 공유, 사용 및
민감한 개인 정보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법
1798.135 (a) 제1798.120절을
준수해야
하는 기업은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판매 또는
공유하거나, 제1798.121절 (a)호에서 승인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소비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합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다음의 형태로 사용 또는 공개해야 한다.
(1) 기업의 인터넷 홈페이지들에 "내 개인 정보를
판매하거나 공유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이
있는 명확하고 눈에 잘 띄는 링크를 제공하여
해당 인터넷 웹 페이지에서 소비자 또는 소비자가
승인한 사람이 소비자의 개인 정보 판매를 또는
공유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소비자 또는 소비자가 승인한 사람이 제
1798.121절 (a)호에 의해 승인되어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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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나의 민감한 개인 정보 사용
제한"이라는 제목의 기업 인터넷 홈페이지에
명확하고 눈에 잘 띄는 링크를 제공해야 한다.
(3) 기업의 재량에 따라 해당 링크를 통해
소비자가 소비자의 개인 정보의 판매 또는 공유를
쉽게 거부하거나 소비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 (1) 및 (2)
항을 준수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명확하게
표기하여 지정된 단일 링크를 사용해야 한다.
(4) 기업이 (1), (2)항 또는 (3)항에 따라 접수된
거절 요청에 대해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
이용료를 고지하여 대응하는 경우 소비자 개인
정보의 보유, 사용, 판매 또는 공유를 위해 제
1798.125절 (b)호에 따라 제공되는 금전 보상에
대한 약관을 제시해야 한다.
(b) (1) 소비자의 개인 정보 판매 또는 공유를
거절하거나 소비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하려는 소비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기업에 대해서, 해당 기업이 소비자가
제1798.185 절 (a)호 (20)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따라 플랫폼, 기술 또는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자신의 개인 정보의 판매 또는 공유를
거부하도록 하고, 자신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단일 전송으로 거부 선호를 통해 그 사용을
제한하도록 거부하도록 허용하는 경우에 기업은
(a)호를 준수할 필요가 없다.
(2) (1)항에 따라 소비자가 개인 정보의 판매 또는
공유를 거절하고 민감한 개인 정보의 이용을
제한하도록 허용한 기업은 소비자가 해당 기업의
소비자 개인 정보 판매 또는 공유 또는 다음 제공된
추가 목적을 위한 소비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
사용과 관련하여 거절 선호 신호를 무시하는 기업에
동의할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를 제공할 수 있다.
(A) 동의 웹페이지를 통해 소비자 또는 소비자가
승인한 사람은 동의를 긍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쉽게 철회할 수 있다.
(B)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는
소비자가
방문하려는 웹페이지에 대한 소비자의 경험을
악화시키지 않으며 동일한 웹페이지의 다른
링크와 비슷한 모양, 느낌 및 크기를 갖는다.
(C) 동의 웹페이지는 제1798.185절 (a)호 (20)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명시된 기술 사양을 준수한다.
(3) (a)호를 준수하는 기업은 (b)호를 준수할
필요가 없다. 명확성을 위해 기업은 (a) 또는(b)
호를 준수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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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본 절의 적용 받는 기업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 소비자가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판매 또는
공유하지 않도록 기업에 지시하거나 소비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상의 추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정을 만들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2) 제1798.120 및 1798.121절에 따라 소비자
권리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내 개인 정보를
판매하지 또는 공유하지 마십시오" 라고 표기된
인터넷 웹페이지에 대한 별도 링크를 및 "본인의
민감한 개인 정보 사용 제한"이라고 표기된 인터넷
웹페이지에 대한 별도 링크를 포함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두 가지 선택 모두에 대한 하나의
링크 또는 다음에 있어 해당 기업이 (b)호를
준수하며 플랫폼, 기술 또는 메커니즘에서 보내는
거절 선호 신호에 회신하고 준수한다는 성명을
제공해야 한다. 거절 선호 신호에 회신하고
준수해야 한다:
(A) 기업에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정책 또는
정책들이 있는 경우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정책
또는 정책들.
(B) 소비자의 개인 정보 보호 권리에 대한
California 특정 설명.
(3) 기업의 개인 정보 보호 관행 또는 기업의 본
제목 준수에 대한 소비자 문의를 처리에 책임이
있는 모든 개인에게 제1798.120, 1798.121절
및 본 절의 모든 요구 사항과 소비자가 해당 절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 개인 정보의 판매를 또는 공유를 거절할 권리를
행사하는거나 민감한 개인 정보의 사용을 또는
공개를 제한할 권리를 행사하는 소비자의 경우,
소비자에 대해 기업이 수집한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판매하지 또는 공유하거나 소비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소비자의
개인 정보 판매 또는 공유 또는 추가 목적으로 또는
규정에 의해 승인된 소비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의
사용 및 공개를 소비자가 승인하도록 요청하기 전에
최소 12개월 동안 대기해야 한다.
(5) 소비자의 개인 정보 판매를 거절한 소비자에
대해서, 소비자의 개인 정보 판매를 승인하도록
요청하기 전에 최소 12개월 동안 소비자의 거부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자신의 개인 정보의 판매와
공유에 동의하지 않은 16세 미만 소비자에게는, 16
세 미만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판매 또는 공유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소비자에게 동의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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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기 전 최소 12개월 이상 기다리거나 규정에
따라 소비자가 16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6) 소비자의 거절 요청 제출과 관련하여
소비자로부터 수집한 개인 정보는 오로지 거절
요청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b) (d) 본 제목의 어떤 내용도 기업이
California 전용의 별도 추가 홈페이지를
유지하는 경우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개하는
홈페이지에 필수 링크와 텍스트를 포함하여
기업이 제목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소비자에게 필요한 링크와
텍스트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업은 California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제공하는
홈페이지가 아닌 California 소비자를 위한
홈페이지로 안내하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한다.
(c) (e) 소비자는 소비자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전적으로 (b)호 (1)항에 정의된 거부 의사 신호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거부 의사를 나타내는 것을
포함하여 소비자 개인 정보의 판매 거절하도록하고,
소비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 사용을 제한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은 (a)호 또는 (b)호를 준수 선택
여부에 관계없이, 법무 장관이 채택한 규정을
준수하여 소비자를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승인된
사람으로부터 수신한 거절 요청을 준수해야 한다.
명확성을 위해 (a)호를 준수하기로 선택한 기업은 제
1798.125절에 따라 소비자의 거절에 응답할 수 있다.
(f) 기업이 개인 정보 수집을 위해 기업이 승인한
사람에게 소비자의 거절 요청을 전달하는 경우, 그
사람은 그 후에 해당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기업이
명시한 사업 목적 또는 본 제목에서 달리 허용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음 항목은 금지된다.
(1) 개인 정보의 판매 또는 공유하는 행위.
(2) 해당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보유,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A) 기업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특정
목적 이외의 목적 사용.
(B) 당사자와 기업 간의 직접적인 업무 관계
이외에서 사용.
(C)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
(g) (f)호에 따라 소비자의 거절 요청을 개인에게
전달하는 기업은 거절 요청을 받은 개인이 제목에
명시된 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거절 요청을
전달하는 시점에 해당 기업은 그 사람이 그러한
위반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지 못하거나
믿을 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본 제목에 따라
상정된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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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지지 않는다. 어떤 방식으로든 포기하거나
제한하려는 모든 종류의 계약 또는 계약 조항은
무효이며 시행할 수 없다.
제14절. 민법 1798.140절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1798.140. 정의
1798.140. 본 제목의 목적 상 다음과 같이
정한다.
(a) "광고 및 마케팅"은 소비자가 재화, 서비스
또는 고용을 얻도록 유도하기 위한 모든 매체에서
기업 또는 기업을 대행하는 자의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한다.
(a) (b) "소비자 그룹 정보"는 개별 소비자
독자성이 제거된 소비자 그룹 또는 범주와 관련된
정보를 의미하며, 어떠한 소비자 또는 가정과도
관련되거나 합리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 이는
장치를 통하여도 마찬가지다. "소비자 그룹
정보"는 식별 정보가 제거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개별 소비자 기록을 의미하지 않는다.
(b) (c) "생체 정보"는 개인의 생리적, 생물학적
또는 행동적 특성을 의미하며, 개인의
관련된
정보를
디옥시리보핵산(DNA)과
포함하며, 개별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서로 또는 다른 식별 정보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거나 되거나 사용될 의도를
가지고 있다. 생체 인식 정보는 얼굴 지문, 지문
특징 견본 또는 성문과 같은 식별자 견본을
추출할 수 있는 홍채, 망막, 지문, 얼굴, 손,
손바닥, 정맥 패턴 및 음성 기록의 이미지, 그리고
키 입력 패턴 또는 리듬, 보행 패턴 또는 리듬,
수면, 건강 또는 식별 정보를 포함한 운동 정보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c) (d) "기업"은 다음을 의미한다.
(1) 주주 또는 다른 소유주의 이익 또는 재정적
이익을 위해 조직 또는 운영되고,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또는 그러한 정보가 그를
대신하여 수집되며,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소비자의 개인 정보 처리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고, California 주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개인 사업,
파트너쉽, 유한 책임 회사, 법인, 연합 또는 기타
법적 단체.
(A) 1798.185절 하위절 (a)의 (5)항에 따라 조정된
바와 같이, 전년도 1월 1일 기준 연간 총 수입 이천
오백만 달러($25,000,000)를 초과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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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단독으로 또는 결합하여, 50,000 100,000명
또는 그 이상의 소비자 또는, 가정의 개인 정보
또는 장치를 연간 구매, 기업의 상업적 목적으로
취득, 판매, 또는 단독으로 또는 결합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공유.
(C)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판매하거나
공유함으로써 연간 수익의 50 퍼센트 이상을
창출.
(2) (1)항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지배하거나
기업이 지배하고, 기업과 공동 브랜드를
공유하며, 기업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모든 단체. "지배" 또는 "지배받는"의 의미는
기업의 의결권에 대한 모든 종류의 사외주
50 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거나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사 또는 유사한
기능을 행사하는 개인의 과반수 선출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는 회사 경영진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공동
브랜딩"은 일반 소비자가 두 개 이상의 단체가
공통적으로 소속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공유되는 이름, 서비스 마크 또는 상표를
의미한다.
(3) 각 기업이 최소한 40 퍼센트의 지분을 갖는
사업으로 구성된 합작 투자 또는 파트너쉽. 본
편의 목적 상, 합작 투자 또는 파트너쉽을
구성하는 합작 투자 또는 파트너쉽 또는 각
기업은, 각자가 소유하여 합작 투자 또는
파트너쉽에게 공개된 개인정보가 다른 기업과
공유하면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기업으로 구분하여 간주한다.
(4) California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California 개인정보 보호국에 본 편을
준수하고 있고, 이에 준수하기를 동의함을
자발적으로 인증하는 사람.
(d) (e) "사업상 목적"은 제1798.185절 하위절
(a) 제(11)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의해 정의된
대로, 기업의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운영 목적
또는 기타 통지된 목적 또는 서비스 제공자 또는
계약자의 운영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 개인정보의 이용이
개인정보가 수집 또는 처리된 운영 목적이나
개인정보가 수집된 맥락과 양립할 수 있는 다른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하고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상 목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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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 방문자들에 대한 광고 노출 빈도 집계,
광고 노출 빈도의 위치 및 품질 확인, 본 세부 사항
및 기타 표준 준수에 대한 감사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소비자 및 동시 거래와의
현재 시점의 상호 작용과 관련된 감사.
(2) 보안 사고를 감지하거나 악의적 행위, 기만,
사기 또는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하거나 해당
활동에 대한 책임자를 고발. 소비자의 개인 정보가
합리적으로 필요하고 그러한 목적에 적합한
범위까지 보안 및 무결성을 보장하도록 지원.
(3) 기존의 의도한 기능의 손상을 유발하는
오류를 식별 및 수정.
(4) 소비자의 기업과의 현재 상호작용의 일환으로
보여지는 비개인화 광고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사용. 단, 소비자의 개인
정보가 다른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고 어떤 해당
소비자에 대한 프로필을 작성하거나 동일한
상호작용의 일환으로 보여지는 상황 별 광고
커스터마이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업과의 현재 상호작용 외에 개별적 해당
개인의소비자의 경험을 변경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
(5) 계정 유지 또는 서비스, 고객 서비스 제공,
주문 및 거래 처리 및 이행, 고객 정보 확인, 결제
처리, 자금 조달 제공, 광고 또는 마케팅 서비스
제공, 분석 서비스 제공, 저장소 제공, 또는 기업
또는 서비스 제공 업체를 대신하여 유사한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여 기업, 또는 서비스 제공 업체를
대신하여 서비스 수행.
(6) 교차 상황 별 행동 광고를 제외한 광고 및 마케팅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 단, 광고와 마케팅을
목적으로, 서비스 제공 업체나 계약자는 서비스 제공
업체 또는 계약자가 그 기업으로부터 또는 그를
대신하여 받은 미선택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제공 업체 또는 계약자가 다른 업체로부터 또는 그를
대신하여 수령하거나 소비자와의 상호 작용에서
수집한 개인 정보와 결합하여서는 안 된다.
(6) (7)기술 개발 및 실증을 위한 내부 연구 수행.
(7) (8)기업이 소유, 제조, 생산, 또는 관리하는
서비스 또는 장치의 품질 또는 안전성을 확인
또는 유지하고, 기업이 소유, 제조, 생산, 또는
관리하는 서비스 또는 장치를 개선, 업그레이드
또는 개선하기 위한 활동 수행.
(e) (f) "수집물", "수집된" 또는 "수집"은 어떤
방법으로든 소비자와 관련된 개인 정보를 구매,
대여, 수집, 획득, 수신 또는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능동적이거나 수동적이거나

발의안 24 계속

소비자의 행동을 관찰하여 소비자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것이 포함된다.
(f) (g) "상업적 목적"이란 다른 사람에게 상품,
재화, 재산, 정보 또는 서비스를 구매, 대여, 임대,
가입, 구독, 제공 또는 교환하도록 유도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상거래를
활성화
또는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상업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업적 목적"에는 주
또는 연방 법원이 정치적 발언과 저널리즘을
포함한 비상업적 발언으로 인정하는 발언에
관여하는 목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h) "동의"란 소비자, 또는 소비자의 법적 보호자,
수임인 또는 소비자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진술 또는 명확한 승낙에 의해 제한적으로
정의된 특정 목적을 위해 소비자와 관련된 개인
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소비자의
바람에 대한 자유의지에 따른, 구체적이고,
충분한 고지에 의한, 명확한 표시를 의미한다.
개인 정보 처리와 관련 없는 기타 정보와 함께
개인 정보 처리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일반적
또는 광범위한 사용 조건 또는 유사한 문서를
승인하는 것은 동의를 구성하지 않는다. 특정
콘텐츠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거나, 해당 콘텐츠를
음소거하거나, 일시 중지하거나, 닫는 것은
동의를 구성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다크 패턴을
이용하여 얻은 합의는 동의를 구성하지 않는다.
(g) (i) "소비자"는 2017년 9월 1일에 명시된
캘리포니아 규정법 제17014절 제18편에 정의된 대로,
고유한 식별자를 포함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확인되든
상관없이, California 주민인 자연인을 의미한다.
(j) (1) "계약자"는 기업과의 서면 계약에 따라
기업이 사업 목적으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단,
계약은 다음을 따라야 한다.
(A) 계약자는 다음 사항이 금지된다.
(i) 개인 정보의 판매 또는 공유.
(ii) 계약에 명시된 사업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보유, 사용 또는 공개하는 것. 계약에
명시된 또는 본 편에서 달리 허용하는 사업 목적
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보유, 사용
또는 공개하는 경우를 포함함.
(iii) 당사자와 기업 간의 직접적인 사업 관계와
무관한 정보를 보유, 이용 또는 공개하는 경우.
(iv) 계약자가 기업과의 서면 계약에 따라
수령하는 개인 정보와 타인 또는 대리인이
수령하거나 소비자와의 상호 작용으로 수집하는
상정된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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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를 결합. 단, 계약자는 하위절 (e)(6)항 및
California 개인정보 보호국에서 채택한 규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798.185절 하위절
(a)(10)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서 정의된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결합할 수 있음.
(B)
계약자가(A)호의
제약을
이해하고
준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자 증명서를 포함한다.
(C) 계약자와의 합의에 따라 기업이 최소
12개월에 한 번 지속적인 수동 검토 및 자동 스캔,
정기 평가, 감사 또는 기타 기술 및 운영 테스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방법을 통해
계약자의 계약 준수 여부를 감시하도록 허용한다.
(2) 계약자가 기업을 대리하여 사업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하여 개인 정보 처리를 돕도록 하는
경우, 또는 계약자가 고용한 타인이 또 다른
타인을 고용하여 해당 사업 목적으로 개인 정보
처리를 돕도록 하는 경우, 해당 고용에 대해
기업에 통지해야 하며 해당 고용은 또 다른
타인이 (1)항에 명시된 모든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구속하는 서면 계약을 따라야 한다.
(k) "교차 상황 별 행동 광고"는, 소비자가 의도를
가지고 상호 작용한 사업체, 뚜렷한 브랜드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를 제외하고,
사업체, 뚜렷한 브랜드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에 걸쳐 소비자의 활동으로부터 얻은
소비자의 개인 정보에 기초하여 소비자에 대한
광고를 목표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l) "다크 패턴"은 규정에 의해 추가로 정의된 바와
같이 사용자 자율성, 의사 결정 또는 선택을 바꾸거나
훼손하는 일에 상당한 효과를 가지도록 설계되거나
조작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
(h) (m) "식별 불능"은 특정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추론하거나 달리 연결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한다. 단,
정보를 소유하는 기업은 다음의 행위를 한다.
(1) 해당 정보가 소비자 또는 가정과 관련될 수
없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2) 기업은 자신의 비식별화 프로세스가 본
하위절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정보를 재식별하려고 시도할 수
있으며, 그 외에 공개적으로 정보를 식별되지
않은 형태로 유지 및 사용하기로 약속하고,
재식별을 시도하지 않는다.
(3) 정보수취자는 계약상 본 본 하위절의 모든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특정 소비자를 식별,
연관, 식별, 관련 가능성, 또는 직접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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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으며, 단, 비식별 정보를
이용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1) 정보가 관련된 소비자의 재식별을 금지하는
기술적 안전장치를 구현한 기업.
(2) 정보의 재식별을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구현한 기업.
(3) 의도치 않게 식별되지 않은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구현한 기업.
(4) 정보의 재식별을 시도하지 않는 기업.
(i) (n) "요청 제출 지정 방법"은 소비자가 제
1798.185절에 따른 법무 장관의 승인을 받은 본
편에 따른 요청 또는 지시사항과 새로운 소비자
친화적인 연락 수단을 제출할 수 있는 우편 주소,
이메일 주소, 인터넷 웹 페이지, 인터넷 웹 포털, 무료
전화 번호 또는 기타 해당 연락처 정보를 의미한다.
(j) (o)
"장치"는
인터넷에
직간접으로
연결하거나 다른 장치에 연결할 수 있는 모든
물리적 물체를 의미한다.
(k) "건강보험 정보"는 소비자의 보험증 번호
또는 가입자 식별 번호, 의료보험자가 소비자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고유한 식별자 또는
소비자의 신청 및 보험금 청구 내역에 있는 정보를
의미하며, 해당 정보가 소비자 또는 가정과 장치를
통한 경우를 포함하여 연결되거나 합리적으로
연결 가능한 경우 이의신청 기록을 포함한다.
(l) (p) "홈페이지"는 인터넷 웹 사이트의 소개
페이지와 개인 정보가 수집되는 모든 인터넷 웹
페이지를 의미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홈페이지란
애플리케이션의 플랫폼 페이지나 다운로드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구성으로부터
"일반", "정보",설정 페이지 등의 애플리케이션
내의 링크, 그리고 소비자가 본 편의 제1798.135
절 하위절 (a)에서 요구하는 공지 공지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기타 장소를 의미한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기 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q) "가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식별되든지
상관없이, 동일 거주지 주소에서 서로 동거하고
공통 장치나 서비스의 사용을 공유하는 소비자의
집단을 의미한다.
(m) (r) "추론하다" 또는 "추론"은 사실, 증거
또는 다른 정보 또는 자료의 출처로부터 정보,
데이터, 가정 또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s) "의도적 상호작용"이란 소비자가 다른 이와
상호작용을 의도하거나 개인 웹사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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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거나 개인으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포함하여 하나 이상의 의도적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 정보를 개인에게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정 콘텐츠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거나, 해당 콘텐츠를 음소거하거나, 일시
중지하거나, 닫는 것은 제3자와 상호 작용하려는
소비자의 의도에 속하지 않는다.
(t) "비개인화 광고"는 소비자의 정밀한 지리적
위치를 제외한, 소비자의 현재 기업과의
상호작용에서 파생된 소비자의 개인 정보만을
기반으로 하는 광고 및 마케팅을 의미한다.
(n) (u) "개인"은 개인, 소유주, 회사, 파트너쉽,
합작 투자, 연합체, 기업 신탁, 회사, 법인, 유한
책임 회사, 협회, 위원회 및 기타 단체 또는
협력하여 활동하는 개인들의 모임을 의미한다.
(o) (v) (1) "개인 정보"란 특정 소비자 또는 가정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 연관, 기술, 합리적으로
관련되거나 연결 가능한 정보를 의미한다. 개인
정보는 특정 소비자 또는 가정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 관련, 기술하거나, 합리적으로
관련될 수 있거나 합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A) 실명, 별명, 우편번호, 고유 개인 식별자,
온라인 식별자,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이메일
주소, 계정 이름, 사회 보장 번호, 운전면허 번호,
여권 번호 또는 기타 유사한 식별자.
(B) 제1798.80절 하위절 (e)에 규정된 개인
정보의 모든 범주.
(C) California 또는 연방법에 따른 보호된
분류의 특성.
(D) 개인 재산 그리고 구매, 획득 또는 고려된
제품 또는 서비스 또는 기타 구매 또는 소비 이력
또는 경향의 기록을 포함하는 상업 정보.
(E) 생체 정보.
(F) 인터넷 또는 기타 전자 네트워크 활동 정보.
탐색 기록, 검색 기록 및 인터넷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또는 광고와 소비자의 상호작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G) 지리 위치 데이터.
(H) 오디오, 전자, 시각, 열, 후각 또는 유사한 정보.
(I) 전문성 또는 고용 관련 정보.
(J) 가정교육권 및 개인정보보호법(Family
Education Rights and Privacy Act) (20
U.S.C. 1232g절; 34 C.F.R. 99부)에 정의된
바와 같이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개인 식별
정보로 정의되는 교육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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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소비자의 선호, 특성, 심리적 경향, 성향,
행동, 태도, 지능, 능력 및 적성을 반영하는
소비자에 대한 프로필을 작성하기 위해 본
하위절에서 식별된 정보로부터 도출된 추론.
(L) 민감한 개인 정보.
(2) "개인정보"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
또는 합법적으로 취득한 공적 관심 사항인 진실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본 항의 목적상,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이란,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기록에서 합법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만든 정보 또는 기업이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소비자 또는 널리 배포된 매체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된 정보를
의미한다. 소비자가 특정 대상자에게 정보를
제한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정보를 공개하는
사람에 의해 이용 가능하게 된 정보도 의미한다.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은 소비자의 인지 없이
소비자에 대해 기업이 수집한 생체인식 정보를
의미하지 않는다.
(3) "개인정보"는 식별되지 않은 소비자 정보
또는 소비자 그룹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w) "정밀 지리 위치"는 장치에서 파생된 데이터를
의미하며, 규정에서 명시한 것을 제외하고 반경
1,850피트의 원 면적과 같거나 작은 지리 영역
내에서 소비자를 찾기 위해 사용되거나
사용되도록 의도된 데이터를 의미한다.
(p) (x) "확률적 식별자"는 개인정보의 정의에
열거된 범주에 포함되거나 유사한 개인 정보의
어떤 범주에 기초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은
확실성 정도로 소비자 또는 어떤 소비자의 장치를
식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q) (y) "처리"는, 자동화 수단 이용에 상관없이,
개인 데이터 정보 또는 개인 데이터 정보 집합에
대해 수행하는 모든 작업 또는 작업 세트를
의미한다.
(z) "프로파일링"은 제1798.185절 하위절 (a)
(16)항에 따라 규정에서 추가로 정의한 대로,
자연인과 관련된 특정 개인적 측면을 평가하고,
특히 직장, 경제적 상황, 건강, 개인적 선호, 관심사,
신뢰성, 행동, 위치 또는 활동에서 자연인의 성과에
관한 측면을 분석하거나 예측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 자동 처리를 의미한다.
(r) (aa) "가명화" 또는 "가명 사용"은 추가
정보 이용 없이 개인 정보가 더 이상 특정
소비자로부터 귀속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 추가
정보는 별도로 보관되며, 개인 정보가 식별되거나
상정된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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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 가능한 소비자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의 대상이 된다.
(s) (ab) "연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공
또는 과학 지식을 개발하거나 기여하도록 설계된
기초 연구 또는 응용 연구를 포함한 과학적 분석,
체계적 연구 및 관찰을 의미하며, 다른 모든 해당
윤리 및 개인 정보 보호 법률을 준수한다. 또한
공중 보건 분야에서 공익을 위해 행해진 연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기업의
서비스 또는 장치와 다른 목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서 수집되었을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가 수집된 사업 목적과 호환된 연구.
(2) 후속적으로 가명화, 비식별화 또는 총체적으로
비식별화되어 해당 정보가 기업에 의해 특정
소비자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합리적으로 식별,
관련, 기술, 연관 가능하거나 연결 시킬 수 없는 연구.
(3) 연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정보가 관련될 수 있는 소비자의 재식별을
금지하는 기술적 안전장치에 따른 연구.
(4)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의 재식별을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업무 프로세스에 따른 연구.
(5) 의도치 않게 식별되지 않은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업무 프로세스에 따른 연구.
(6) 재식별 시도로부터 보호된 연구.
(7) 개인 정보가 수집된 상황과 양립할 수 있는
연구 목적이 사용된 연구.
(8) 어떠한 상업적 목적에도 사용되지 않는 연구.
(9) 연구를 진행하는 기업이 추가 보안 통제를
하여 연구 데이터가 해당 기업 소속 인원으로서
연구 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제공되는 연구
(ac) "보안 및 무결성"은 다음의 능력을 의미한다.
(1)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개인 정보의 가용성,
신뢰성, 무결성 및 기밀성을 해치는 보안 사고를
감지하기 위한 네트워크 또는 정보 시스템의 능력
(2) 보안 사고를 감지하고, 이상, 기만, 사기 또는
불법 행위를 거부하고, 해당 활동의 책임자를
고발하도록 돕는 기업의 능력
(3) 자연인의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는 기업의 능력
(t) (ad) (1) "팔다", "판매 중", "판매" 또는 "
판매된"은 기업이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다른
사업체나 제3자에게 금전적 또는 기타 가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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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받고 구두, 서면, 전자적 또는 기타
수단으로 판매, 임대, 배포, 공개, 유포, 이용,
이전 또는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본 법안의 목적에 따라, 기업은 다음의 경우
개인 정보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A) 소비자가 의도적으로 다음 행위를 하기 위해
해당 기업을 이용 혹은 지시하는 경우.
(i) 개인 정보 공개.
(ii) 하나 이상의 제3자와 상호 작용하기 위해
기업을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단, 그러한
개인 정보 공개로서 본 법안의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제3자는 해당 개인 정보를
판매하지 아니한다. 의도적인 상호 작용은
소비자가 하나 이상의 의도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제3자와 상호 작용하고자 할 때 발생한다. 특정
콘텐츠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거나, 해당 콘텐츠를
음소거하거나, 일시 중지하거나, 닫는 것은 제3
자와 상호 작용하려는 소비자의 의도적인 상호
작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B)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 정보 판매를
거부했거나 민감한 개인 정보 사용을 제한했음을
타인 혹은 제3자에게 알리려는 목적으로, 기업이
소비자의 개인 정보 판매를 거부했거나 소비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의 사용을 제한한 소비자에 대한
식별자를 사용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C) 기업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사업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i) 해당 기업이 1798.135절에 부합하는 약관 상
해당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유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ii) 서비스 제공자는 사업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추가로 수집, 판매 또는 사용하지 않는다.
(D) (C) 기업이 제3자가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통제권을 가지는 합병, 인수, 파산 또는
기타 거래의 일부인 자산으로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단, 해당
정보는 제1798.110절 및 제1798.115절 과 본
법안에 따라 사용 및 공유되어야 한다. 제 3자가
수집 시점에서 명시한 방식과 중대하게 다른
방식으로서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사용, 공유하는
방법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사전에 신규 혹은 변경된 방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지는 기존 소비자가 1798.120
절과 본 법안에 의거하여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가시성과 명확성을 요한다. 본 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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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부정 및 사기 행위법(Unfair and
Deceptive Practices Act) (사업직업법7부 2편
5장[17200절 이하])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중대하고 소급 적용되는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변경하거나 기타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ae) "민감한 개인 정보"란 다음을 의미한다.
(1) 다음을 드러내는 개인 정보.
(A) 소비자의 사회보장 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주
신분증 번호 또는 여권 번호.
(B) 계정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필수 보안 또는
접근 코드, 비밀번호,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신원
증명 수단, 금융 계정,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 번호.
(C) 소비자의 정확한 지리적 위치.
(D) 소비자의 인종이나 민족, 종교나 철학적 신념,
또는 조합원 가입 여부.
(E) 소비자의 우편, 이메일, 문자 메시지
내용으로서 해당 기업이 소비자가 의도한
수신인이 아닌 것.
(F) 소비자의 유전 정보.
(2) (A) 소비자를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한 목적의
생체 정보 처리.
(B) 소비자의 건강에 관해 수집되거나 분석된
개인 정보.
(C) 소비자의 성생활이나 성적 취향에 관해
수집되거나 분석된 개인 정보.
(3) 하위절 (v)(2)항에 따라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 정보는 민감한 개인 정보
혹은 개인 정보로 간주하지 않는다.
(u) (af) "서비스"는 상품의 판매 또는 수리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포함하는 작업, 노동
및 서비스를 의미한다.
(v) (ag) (1) "서비스 제공 업체"는 서면 계약에
따라 사업적인 목적으로 기업을 대리하여 개인
정보를 처리하고 기업을 대리하여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제공받은 당사자, 주주 또는
다른 소유주의 수익 또는 재정적 이득을 위해
조직 또는 운영되는 단독 소유주, 제휴사, 유한
책임 회사, 법인, 협회 또는 기타 법적 단체를
의미한다. 단, 해당 계약은 정보를 제공받은 주체
해당 업체의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A) 개인 정보를 판매 또는 공유하는 행위.
(B) 사업 계약에 명시된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특정 목적 사업 목적 또는 본 편에서 허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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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아닌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보유, 사용,
공개하는 행위. 이는 사업 계약에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특정 목적이사업 목적
또는 본 편에서 허용된 행위가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보유, 사용 및 공개하는
것을 포함한다.
(C) 서비스 제공 업체와 기업 간의 직접적인 사업
관계 외적으로 해당 정보를 보유, 이용, 공개하는 행위
(D) 서비스 제공 업체가 기업으로부터 또는 기업을
대리하여 제공받은 개인 정보와 타인으로부터
또는 타인을 대리하여 제공받은, 또는 소비자와의
상호 작용에서 수집한 개인 정보를 결합하는 행위.
단 서비스 제공 업체는 본 절의 (e)호 (6)항 및
California 개인정보 보호국에서 채택한 규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1798.185절 (a)호 (10)
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따른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결합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해당 계약은 서비스 제공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기업이 최소 12개월에 한 번 지속적인 수동
검토 및 자동 스캔, 정기 평가, 감사 또는 기타 기술
및 운영 테스트 등의 방법을 통해 서비스 제공
업체의 계약 준수 여부를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2) 서비스 제공 업체가 기업을 대리하여 사업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하여 개인 정보 처리를
돕도록 하는 경우, 또는 서비스 제공 업체가
고용한 타인이 또 다른 타인을 고용하여 해당
사업 목적으로 개인 정보 처리를 돕도록 하는
경우. 이때 타인을 고용했음에 대해 기업에
통지해야 하며, 이는 또 다른 타인이 (1)항에
명시된 모든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구속하는
서면 계약에 기반하여야 한다.
(ah) (1) "공유", "공유되는" 또는 "공유하는"은
금전 교환되지 않은 사업 이익을 위한 교차 컨텍스트
맞춤형 광고와 관련된 기업과 제3자 간의 거래를
포함하여, 금전 또는 기타 대가 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교차 컨텍스트 맞춤형 광고를 위해,
기업이 제3자에게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서면,
전자적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유, 임대, 발표, 공개,
유포, 사용 허가, 이전 또는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본 법안의 목적에 따라, 기업은 다음의 경우
개인 정보를 공유해서는 안 된다.
(A) 소비자가 의도적으로 개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하나 이상의 제3자와 상호 작용하기 위해 해당
기업을 이용하거나 해당 기업에 지시하는 경우.
(B)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 정보 공유를 거부했거나
자신의 민감한 개인 정보 사용을 제한했음을
상정된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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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 알리려는 목적으로, 기업이 자신의
개인 정보의 공유를 거부했거나 자신의 민감한
개인 정보의 사용을 제한한 소비자에 대한
식별자를 사용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C) 기업이 제3자가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통제권을 가지는 합병, 인수, 파산 또는 기타
거래의 일부인 자산으로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제
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단, 해당 정보는 본
법안에 의거하여 사용되거나 공유되어야 한다. 제
3자가 수집 시점에서 명시한 방식과 중대하게
다른 방식으로서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사용,
공유하는 방법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사전에 신규 혹은 변경된 방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지는 기존 소비자가
본 법안에 의거하여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가시성과 명확성을 요한다. 본 목은
기업에 부정 및 사기 행위법7부 2편 5장([17200
절 이하])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중대하고 소급
적용되는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변경하거나 기타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w) (ai) "제3자"란 다음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의미한다.
(1) 소비자가 의도적으로 상호 작용하고, 본
제목에 따라 소비자 기업과 소비자의 현재 상호
작용의 일부로 소비자로부터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기업.
(2) 기업의 서비스 제공 업체.
(3) 계약자.
(A) 기업이 서면 계약에 따라 사업 목적으로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당사자. 단
계약은 다음을 따라야 한다.
(i)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다음을 하지
않도록 금지해야 한다.
(I) 개인 정보 판매.
(II) 계약에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개인 정보의 보유, 사용 또는
공개하는 것을 포함하여, 계약에 명시된 서비스를
수행하는 특정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 정보의
보유, 사용 또는 공개하는 것.
(III) 당사자와 기업 간의 직접적인 사업 관계를
벗어난 정보의 보유, 이용 또는 공개.
(ii)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만든,
당사자가 (A)호의 제한 사항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한다는 것을 명시한 증명서를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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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본 항에서 명시된 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본
호에 해당하는 당사자는 위반 사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본 항에 따라 본 항이 설명하는
당사자에게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기업은, 개인
정보를 제공받는 당사자가 본 법안에서 규정한 제한
사항을 위반하여 해당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본
제목에 따른 법적 책임이 없다. 단,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시점에 기업이 당사자가 해당 위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사실을 실제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경우 그러하다.
(x) (aj) "고유 식별자" 또는 "고유 개인 식별자"
는, 소비자나 가족과 연결된 특정 소비자나
장치를 식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장치 식별자,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쿠키, 비콘, 픽셀 태그,
모바일 광고 식별자 또는 유사한 기술, 고객 번호,
고유 가명 또는 사용자 별칭, 전화번호 또는 기타
형태의 영구 또는 개연 식별자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에서 소비자, 가족, 또는
소비자나 가족과 연결된 장치를 인식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영구 식별자를 의미한다. 본
호에서 "가족"은 양육권이 있는 부모나 보호자,
그리고 양육권이 있는 부모나 보호자가 보호하는
미성년자인 18세 미만의 모든 자녀를 의미한다.
(y) (ak) "검증 가능한 소비자 요청"은 소비자,
또는 소비자의 미성년 자녀를 대신하는 소비자,
또는 소비자를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소비자가
승인한 자연인이나 주 국무장관에 등록된 사람,
또는 위임장을 가지고 소비자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실행하고, 기업이 1798.185절 (a)
호 (7)항에 따라 법무장관이 채택한 규정에 따라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기업이
개인 정보를 수집한 소비자임을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청을 의미한다. 본 호 및
1798.185절 하위절 (a), (7)항에 따라
법무장관이 채택한 규정에 따라, 요청한 소비자가
기업이 정보를 수집한 해당 소비자이거나 해당
소비자를 대리하여 행동하기 위해 해당 소비자가
승인한 사람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은
1798.110절 및 1798.115절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1798.105절에 따라 개인
정보를 삭제하거나, 1798.106절에 따라
부정확한 개인 정보를 수정할 의무가 없다.
15절. 민법 1798.145절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1798.145. 예외
1798.145. (a) 본 제목에 따라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다음을 수행하는 기업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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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방, 주 또는 지방 법률을 준수하거나 정보
제공을 위한 법원 명령 또는 소환장에 따르는 능력.
(2) 연방, 주 또는 지방 당국의 민사, 형사 또는 규제
조사, 수사, 소환 또는 호출에 응하는 능력. 경찰관
및 보안관 부서를 포함한 법 집행 기관은 유효한
사건 번호가 부여된 법 집행 기관이 승인한 조사에
의거하여 기업이 소비자의 정보를 삭제하지
않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법 집행 기관이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소환장, 명령 또는 영장을 얻을 수 있도록 기업은
해당 지시를 받은 후 90일 동안 개인 정보를
삭제해서는 안 된다. 법 집행 기관은 정당한 사유
및 조사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 90일 동안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삭제하지 않도록 기업에
지시할 수 있다.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소비자의
개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한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삭제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기업은, 소비자의
삭제 요청이 본 법안에 따른 삭제 예외 대상이
아니라면, 법원의 소환장, 명령 또는 영장에 따라
법 집행 기관에 제공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보유하는 것 외의 다른 목적으로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기업, 서비스 제공자, 제3자가 선의로서
합리적으로 특정 행위 혹은 활동이 연방, 주, 지방
법률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
혹은 활동에 관련하여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
(4) 다음을 조건으로 자연인이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소비자의 개인
정보에 긴급하게 접근하려는 정부 기관의 요청에
협조한다.
(A) 소비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긴급 접근 요청을
고위 기관 관계자가 승인하는 경우.
(B) 해당 요청이 비응급 기관이 평상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선의의 결정에 따른 경우.
(C) 기관이 3일 이내에 적절한 명령을 법원에
청원하고, 해당 명령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정보를 파기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4) (5) 법적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능력.
(5) (6) 개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집계된 소비자
없는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 사용, 보유,
판매, 공유 또는 공개하거나 소비자 정보를
집계할 수 있는 능력.
(6) (7) 해당 상업적 행위의 모든 측면이 온전히
California 이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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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 또는 판매할 또는
공유할 수 있는 능력. 본 법안에서는 소비자가
California 이외의 지역에 있는 동안 기업이 해당
정보를 수집했고, 소비자의 개인 정보 판매 중
어떤 부분도 California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며,
소비자가 California에 있는 동안 수집된 개인
정보가 판매되지 않는다면, 상업적 행위가 온전히
California 이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본 항은 소비자가 California에 있을 때
기업이 소비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기기 등에
저장한 후 소비자와 저장된 개인 정보가
California 밖에 있을 때 해당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허용 금지하지 않는다.
(b) 1798.110절, 1798.115절, 1798.120절,
1798.121절, 1798.130절 및 1798.135절을
모두 포함하여에 의해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해당 기업이 본 법안을 준수하는 것이 California
법에 따른 증거 특권을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으며, 기업이 기밀 대화의 일부로 California
법에 따라 증거 특권이 적용되는 사람에게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c) (1) 본 법안은 다음 항목에 적용되지 않는다.
(A) 의료 정보 기밀 유지법(Confidentiality of
Medical Information Act)(1부 2.6편(56절
이하))이 적용되는 의료 정보 또는 1996 건강보험
이동 및 책임법(Health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69)(공법 제104-191
호) 및 경제 및 임상 건강을 위한 의료 정보 기술법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for
Economic and Clinical Health Act)(공법 제
11-15호)에 의해 설립된 연방 제45편 제160부 및
제164부, 미국 에서 발행한 개인정보, 보안 및
위반 통지 규칙이 적용되는 의료 정보
처리기관또는 사업 관계자가 수집한 보호되는
건강 정보.

(B) 제공 업체 또는 대상 기관이 본 (A)목에 기술된
의료 정보 또는 보호되는 건강 정보와 동일한
방식으로 환자 정보를 유지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 정보 기밀 유지법(1부 2.6편(56절 이하))의
적용을 받는 의료 서비스 제공 업체 또는 1996
건강보험 이동 및 책임법(공법 104-191)에 따라
설립된 연방 규정집제목45 160편 및 164편,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개인정보, 보안 및 위반
통지 규칙이 적용되는 의료 정보 처리기관.
(C) 국제 의약품 규제 조화위원회에서 발행한
우수 임상 진료 지침을 준수하는, 또는 미국
상정된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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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국의 인간 피험자 보호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일반 규칙으로도 알려진 인간 피험자
보호를 위한 연방 정책에 따라 또는 이에 따라
수행되는 임상 시험 또는 기타 생체 의학 연구의
일부로 수집된 개인 정보 정보. 단, 해당 정보는
본 목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판매 또는
공유되어서는 안 되며, 일관성이 없는 경우, 해당
참가자에게 해당 사용에 대해 알리고 해당
참가자가 동의해야 한다.
(2) 본 하위절의 목적에 따라, 56.05절의 "의료
정보" 및 "의료 서비스 제공 업체"의 정의를
적용되어야 하며, 연방 규정집주제 45절 160.103
절의 "사업 관계자", "의료 정보 처리기관", "및 "
보호되는 건강 정보"의 정의를 적용한다.
(d) (1) 본 법안은 미국연방법전 제15편 1681a
절 하위절 (f)에 정의된 대로 개인신용 평가기관에
의한, 미국연방법전 제15편 1681s-2절에 명시된
정보 공급자에 의한, 미국연방법전 제15편
1681a절 하위절 (d)에 정의된 소비자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 의한,
그리고 미국연방법전 제15편 1681b절에 명시된
소비자 보고서의 사용자에 의한 소비자의 신용도,
신용 상태, 신용 능력, 성격, 일반적인 평판, 개인
성격 또는 생활 방식과 관계가 있는 개인 정보의
수집, 유지 관리, 공개, 판매, 전달 또는 사용과
관련된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1)항은 해당 기관, 제공자 또는 사용자에
의한 해당 정보의 수집, 유지 관리, 공개, 판매,
전달 또는 사용과 관련된 활동이 미국연방법전 제
15편 1681절 이하 참조, 공정신용 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에 따른 규제 대상이
되고, 정보가 공정신용 보고법에 의해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집, 유지 관리, 사용, 전달,
공개 또는 판매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3) 본 하위절은 1798.150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 본 주제는 연방 그램-리치-블라일리법
(Gramm-Leach-Bliley Act)(공법 제106-102
호), California 금융 정보 개인정보법
(California Financial Information Privacy
Act)(재무법 1.4부[4050절 이하]), 또는 1971
(12 U.S.C. 2001-2279cc 개정 및 12 C.F.R. 600
이하의 실행 규정에 따라)의에 따른 대상인 수집,
처리, 판매 또는 공개된 개인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 호는 1798.150절에 적용되지 않는다.
(f) 본 법안은 1994 운전자 개인정보 보호법
(Driver's Privacy Protection Act)(18 U.S.C.
2721절 이하 참조)에 따라 수집, 처리, 판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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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는 개인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
호는 1798.150절에 적용되지 않는다.
(g) (1) 차량 또는 소유권 정보가 미국법전 제49편을
포함하여 30118절부터 30120절에 따라 수행된
차량 보증 또는 리콜로 인한 차량 수리의 효력을
발생시킬 목적 또는 효력 발생을 예상하여 공유된
경우, 1798.120절은 자동차법426절에 정의된
새로운 자동차 딜러와 자동차법672절에 정의된
자동차 제조업체 간에 보유 또는 공유된 차량 정보
또는 소유권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해당
차량 정보 또는 소유권 정보를 공유하는 새로운
자동차 딜러 또는 차량 제조업체가 해당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판매, 공유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본 하위절의 목적에 따라:
(A) "차량 정보"는 차량 정보 번호, 제조사, 모델,
제조 연도 및 주행 거리를 의미한다.
(B) "소유권 정보"는 등록된 소유자의 이름과
소유자의 연락처 정보를 의미한다.
(f) (1) 본 법안은 다음 항목에 적용되지 않는다.
(A) 채용지원인, 피고용인, 소유자, 이사, 임원,
의료 인력 또는 거래처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그 자연인에 대하여 수집하여 이용하는
개인 정보 중 채용지원인, 피고용인, 소유자,
이사, 지배인, 의료 인력 또는 거래처로서의
활동에 국한된 정보.
(B) 채용지원인, 피고용인, 소유자, 이사, 임원, 의료
인력 또는 거래처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그
자연인에 대하여 수집하여 비상연락망 목적으로
이용하는 개인 정보 중 채용지원인, 피고용인, 소유자,
이사, 지배인, 의료 인력 또는 거래처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그 자연인에 대하여 수집하여
비상연락망 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국한된 정보.
(C) 채용지원인, 피고용인, 소유자, 이사, 임원,
의료 인력 또는 거래처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그 자연인에 대하여 수집하여 그 자연인의
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보유할 필요가 있는 개인
정보 중 그러한 관계자 이익에 직접 관련되는 정보.
(2) 본 하위절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의가
적용된다.
(A) "계약자"란 서면 계약에 따라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인을 의미한다.
(B) "이사"란 정관에 의해 임명되거나 발기인에
의해 선출된 사람과 기타 직함이나 직위로서

상정된 법안 내용

이사로 활동하도록 임명, 선출이나 지명된 자와
그 후임자를 의미한다.
(C) "의료 인력"이란 사업 및 전문직업법제2부
(제500절로 시작되는 부분)에 따라 면허를
획득한
의사,
외과전문의,
치과의사,
족부전문의와 보건안전법의 제1316.5절에서
정의하는 임상심리학자를 의미한다.
(D) "임원"이란 이사회에서 선출되거나
지명되어 최고경영인, 사장, 부사장, 재무담당과
같이 기업의 영업활동 경영에 종사하는 자연인을
의미한다.
(E) "소유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연인을
의미한다.
(i) 종류를 불문하고 의결권 있는 증권으로
발행유통주식 지분의 50퍼센트 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을 가진 자.
(ii) 이사의 다수나 그와 유사한 기능의 개인의
선출을 통제할 수 있는 자.
(iii) 기업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자.
(3) 본 하위절은 제1798.100절의 하위절 (b)
또는 제1798.150절에 적용되선 안된다.
(4) 본 하위절은 2021년 1월 1일 부로 효력을
상실한다.
(i) (h) 본 편에 따른 소비자 권리 요청에 대해
기업이 대응하여 이행할 의무사항에도 불구하고:
(1)  모든 검증된 검증 가능한 소비자 요청에 대해
기업이 대응해야 하는 기간은 필요한 경우 복잡성
및 요청 수를 고려해 최대 총 90일을 추가하여
연장될 수 있다. 기업은 요청 접수 시점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연 사유와 함께 해당 연장에 대해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기업이 소비자 요청에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기업은 본 절에 따라 대응에 허용되는 기간 이내에
지체 없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사유와 함께 고객은 기업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소비자의 요청이 명백하게 근거에 기초하지
않거나 과도한 경우, 특히 그 이유가 해당 요청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인 경우, 기업은 정보
제공 또는 통신과 관련한 행정 비용 또는 취해진
조치를 고려하여 적절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요청에 따라 행동할 것을 거절하고 소비자에게 요청
거절 사유를 통지할 수 있다.  확인되었거나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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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어떠한 소비자 요청이 명백하게 근거없거나
과도할 경우, 그 입증책임은 기업에게 있다.
(j) (i) (1) 본 편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에게 또는
계약자에게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기업은,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시점에 기업이 서비스 제공자가
또는 계약자가 해당 위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사실을
실제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근거가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개인 정보를
제공받는 서비스 제공자나 계약자가 본 편에서 정한
제한 사항을 위반하여 해당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본 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서비스
제공자가 또는 계약자가 본 편의 내용에 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한, 제공자는 또는
계약자는 본 편에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의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개인 정보의 판매 또는 공유 거부 권리를
행사한 소비자, 민감한 개인 정보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한 소비자 및 개인 정보의 수집 또는
판매에 가입하지 않는 미성년자 소비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이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본 편에 따른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서면 계약에 따라 제3자에게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기업은 개인 정보를
수령하는 제3자가 본 편에 명시된 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본 제목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개인 정보 공개 시점에 기업은 해당 제3자가
그러한 위반을 저지를 것임을 실제적으로 알지
못하거나 그렇게 생각할 사유가 있어야 한다.
(k) (j) 본 편은 다음을 목적으로 기업, 서비스
제공자 또는 계약자에게 일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수집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보관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개인 정보를
보관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선 안 된다.
(1) 정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개인 정보로
간주되는 방식으로 관리되지 않는 정보를 재식별
및 연결하기 위해.
(2) 정상적인 사업 과정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해당 정보가 보관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에 대한
모든 개인 정보를 보관하기 위해.
(3) 식별 가능하거나 연결할 수 있거나 관련 지을
수 있는 형식으로 정보를 관리하거나 데이터 또는
기술을 수집하거나 획득하거나 유지하거나
액세스하여 개인 정보와 관련한 검증 가능한
소비자 요청을 연결하거나 관련 짓기 위해.
(l) (k) 본 편에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권리 및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다른 소비자나 자연인의
상정된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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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자유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 제1798.110
절에 따른 특정 개인 정보, 제1798.105절에 따른
소비자의 개인 정보 삭제 또는 제1798.106절에
따른 부정확한 개인 정보 수정에 대한 검증이
가능한 소비자 요청은 다른 자연인에 속하거나
기업이 해당 자연인을 대리하여 관리하는 소비자에
대한 개인 정보로 확대되지 않아야 한다. 기업은
개인 정보와 관련하여 검증이 가능한 소비자 요청의
표지를 신뢰할 수 있으며 개인 정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타 사람을
찾을 법적 의무가 없다. 기업은 본 편 또는 기타 법
조항에 따라 기업이 소유한 개인 정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본
제목에 따라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없다.
(m) (l) 본 편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권리 및
기업에 부과되는 권리는 California 헌법 제I 제2
절의 하위절 (b)에서 설명되는 개인 또는 단체의
비영리 활동을 침해하는 범위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m) (1) 본 제목은 다음 항목에 적용되지 않는다.
(A) 채용지원인, 피고용인, 소유자, 이사, 임원,
의료 인력 또는 거래처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그 자연인에 대하여 수집하여 이용하는
개인 정보 중 채용지원인, 피고용인, 소유자,
이사, 지배인, 의료 인력 또는 거래처로서의
활동에 국한된 정보.
(B) 채용지원인, 피고용인, 소유자, 이사, 임원, 의료
인력 또는 거래처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그
자연인에 대하여 수집하여 비상연락망 목적으로
이용하는 개인 정보 중 채용지원인, 피고용인, 소유자,
이사, 지배인, 의료 인력 또는 거래처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그 자연인에 대하여 수집하여
비상연락망 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국한된 정보
(C) 채용지원인, 피고용인, 소유자, 이사, 임원,
의료 인력 또는 거래처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그 자연인에 대하여 수집하여 그 자연인의
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보유할 필요가 있는 개인
정보 중 그러한 관계자 이익에 직접 관련되는 정보
(2) 본 하위절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의가
적용된다.
(A) "독립된 거래처"란 서면 계약에 따라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B) "이사"란 정관에 의해 임명되거나 발기인에
의해 선출된 사람과 기타 직함이나 직위로서
이사로 활동하도록 임명, 선출이나 지명된 자와
그 후임자를 의미한다.
(C) "의료 인력"이란 사업 및 전문직업법제2부
(제500절 이하)에 따라 면허를 획득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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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전문의, 치과의사, 족부전문의와 보건안전법의
제1316.5절에서 정의하는 임상심리학자를 의미한다.
(D) "임원"이란 이사회에서 선출되거나 지명되어
최고경영인, 사장, 부사장, 재무담당과 같이
기업의 영업활동 경영에 종사하는 자연인을
의미한다.
(E) "소유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연인을
의미한다.
(i) 종류를 불문하고 의결권 있는 증권으로
발행유통주식 지분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을 가진 자.
(ii) 이사의 다수나 그와 유사한 기능의 개인의
선출을 통제할 수 있는 자.
(iii) 기업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자.
(3) 본 하위절은 제1798.100절의 하위절 (b)
또는 제1798.150절에 적용돼선 안된다.
(4) 본 하위절은 2023년 1월 1일 부로 효력이 없다.
(n) (1) 제1798.100절, 제1798.105절, 제
1798.106절, 제1798110절, 제1798.115절, 제
1798.121절, 제1798.130절과 제1798.135절에
따라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서면 또는 구두
의사소통 또는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거래를
나타내는 개인 정보에 적용되지 않으며, 여기서
소비자는 한 회사, 파트너, 개인 기업, 비영리 단체
또는 정부 기관의 피고용인, 소유자, 이사, 임원
또는 독립 계약자이었거나 그 직무를 이행하는
중이고 기업과의 의사소통이 해당 회사, 파트너십,
개인 기업, 비영리 단체 또는 정부 기관에 대해
실사를 수행하거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받는 사업에서의 자연인에 해당한다.
(2) 본 하위절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의가
적용된다.
(A) "계약자" "독립 계약자" 란 서면 계약에 따라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인을 의미한다.
(B) "이사"란 정관에 의해 임명되거나 발기인에
의해 선출된 사람과 기타 직함이나 직위로서
이사로 활동하도록 임명, 선출이나 지명된 자와
그 후임자를 의미한다.
(C) "임원"이란 이사회에서 선출되거나 지명되어
최고경영인, 사장, 부사장, 재무담당과 같이 기업의
영업활동 경영에 종사하는 자연인을 의미한다.
(D) "소유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연인을
의미한다.

상정된 법안 내용

(i) 종류를 불문하고 의결권 있는 증권으로
발행유통주식 지분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을 가진 자.
(ii) 이사의 다수나 그와 유사한 기능의 개인의
선출을 통제할 수 있는 자.
(iii) 기업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자.
(3) 본 하위절은 2021년 2023년1월 1일 부로
효력을 상실한다.
(o) (1) 제1798.105절과 제1798.120절은 상업적
신용 평가 기관이 기업 지배자 정보를 사용하여 해당
기업의 소유자, 책임자, 경영진 또는 관리자로서
소비자의 역할으로만 소비자가 소유하는 소비자와
기업 간의 관계를 식별하거나 소비자에게 연락하기
위한 범위까지 상업적 신용 평가 기관의 기업 지배자
정보 수집, 처리, 판매 또는 공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본 하위절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의가
적용된다.
(A) "기업 지배자 정보"란 기업 소유자, 책임자,
경영진 또는 관리자의 이름 및 직책을 포함한,
해당 소유자, 책임자, 경영진 또는 관리자의
연락처 정보를 의미한다.
(B) "상업적 신용 평가 기관"이란 제1785.42절의
하위절 (b)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C) "소유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연인을
의미한다.
(i) 종류를 불문하고 의결권 있는 증권으로
발행유통주식 지분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을 가진 자.
(ii) 이사의 다수나 그와 유사한 기능의 개인의
선출을 통제할 수 있는 자.
(iii) 기업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자.
(D) "이사"란 정관에 의해 임명되거나 발기인에
의해 선출된 사람과 기타 직함이나 직위로서
이사로 활동하도록 임명, 선출이나 지명된 자와
그 후임자를 의미한다.
(E) "임원"이란 이사회에서 선출되거나 지명되어
최고경영인, 사장, 부사장, 재무담당과 같이 기업의
영업활동 경영에 종사하는 자연인을 의미한다.
(F) "관리자"란 이름 및 연락처 정보가 상업적
신용 평가 기관에 기업의 기본 운영자로 보고
또는 수집되며 자연인의 역할이 기업의 기본
운영자로 사용되는 자연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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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798.105절, 1798.106절, 1798.110절,
1798.115절에 따라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가정의 데이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q) (1) 본 제목에 따라 검증이 가능한 소비자
요청이 교육법제 49073.1절의 하위절 (d)에
정의된 바와 같이 지역 교육 기관을 대리하여
기업이 보유하는 학생의 학점, 교육상의 채점
또는 교육상의 시험과 관련해서는 제1798.105
절에 따른 소비자의 개인 정보 삭제를 위한
검증이 가능한 소비자 요청을 기업이 준수할
필요가 없다. 기업이 본 절에 따라 요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기업은 소비자에게 본
예외를 따랐음을 통지해야 한다.
(2) 본 제목은 소비자 액세스, 소유물 또는 관리가
교육상 표준화된 평가 또는 교육 평가의 유효성
및 신뢰성에 유해한 경우 제1798.110절에 따른
요청에 대응하여 기업이 교육상 표준화된 평가
또는 교육 평가 또는 교육상 표준화된 평가 또는
교육 평가에 대한 소비자의 특정 대응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기업이 본 절에 따른
요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기업은 소비자에게
본 예외에 따랐음을 통지해야 한다.
(3) 본 하위절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의가
적용된다.
(A) "교육상 표준화된 평가 또는 교육 평가"란 인증
기관에 의해 인증을 받거나 California 주 또는 미국
교육부가 인정한 조직인 학교, 고등 교육 기관, 방학
프로그램 및 대학원 프로그램 등 유치원 및 1~12
학년에서 또는 이의 입학을 위해 학생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준화되거나 표준화되지 않은 퀴즈,
테스트 또는 기타 평가 및 정부 기관 또는 정부 인증
기관에서 발행하는 자격증 또는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능력 및 자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격증 및 면허 시험을 의미한다.
(B) "교육상 표준화된 평가 또는 교육 평가의
유효성 및 신뢰성에 유해함"이란 정보 공개로
인해 검증이 가능한 소비자 요청을 제출한 소비자
또는 다른 자연인에게의 특혜제공을 의미한다.
(r) 1798.105절과 제1798.120절은 다음과 같은
경우 소비자가 소비자의 사진이 포함된 학교 졸업
앨범 등 물리적 물품을 제작하기 위해 기업이
해당 정보를 사용, 공개 또는 판매하는 것에
동의한 소비자 개인 정보 중 특정 정보에 대한
기업의 사용, 공개나 판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소비자의 동의에 따라 기업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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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의 개인 정보 판매 철회 또는 소비자의
개인 정보 삭제 요청을 준수하는 것이 상업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3) 상업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어서
기업이 즉시 소비자의 요청을 준수한 경우.
제16절. 민법의 제1798.150절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1798.150. 개인 정보 보안 침해
1798.150. (a) (1) 1798.81.5절 하위절 (A)의
(1)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개인 정보가 암호화되지
않고 변경되지 않거나 암호 또는 보안 질문 및
답변이 조합된 이메일 주소로 계정에 액세스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의 성격에 적합한
합리적인 보안 절차 및 관행을 구현하고 유지해야
하는 기업의 의무를 위반한 결과 무단 액세스 및
유출, 도난 또는 공개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을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A) 사건 또는 실제 손해액으로(둘 중 큰 금액)
소비자당 일백 달러($100) 이상 및 칠백 오십 달러
($750) 미만의 금액으로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
(B) 금지 명령 구제 또는 선언적 구제.
(C) 법원이 적절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타 구제.
(2) 법에 따른 손해액 평가 시, 법원은 위법
행위의 성격과 심각성, 위반 횟수, 위법 행위의
지속성, 위법 행위가 발생한 기간, 위법 행위가
발생한 시간, 위법 행위에 대한 피고의 고의성,
피고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건의 양 당사자가 제시하는 정황
중 하나 이상을 고려해야 한다.
(b) 본 절에 따른 조치는 소비자가 개인 또는 집단
차원의 법적 손해에 대해 기업을 상대로 조치를
개시하기 전 30일 이전에 소비자가 주장하거나
위반된 사항을 명시하는 본 편의 특정 조항이
포함된 서면 통지를 소비자가 기업에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가 제기할 수 있다 해결이 가능한 경우 30일
이내에 기업이 통지된 위반을 실제적으로 해결하고
소비자에게 위반이 해결되었으며 추가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는 명확한 서면
진술서를 제공하는 경우 개별 법적 손해 또는 집단
차원의 법적 손해에 대한 조치가 기업을 상대로
개시되지 않을 수 있다. 위반 이후 1798.81.5절에
따른 합리적인 보안 절차 및 관행이 구축 및 유지가
해당 위반에 대한 해결을 구성하지 않는다. 본
제목의 주장된 위반으로 인한 실제적인 금전상
손해에 한정하여 소송을 개시하는 소비자에게는

66 | 상정된 법안 내용

발의안 24 계속

어떠한 통지도 요구되지 않는다. 기업이 본 절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된 명확한 서면 진술서를
위반하여 본 편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소비자는 기업을 상대로 조치를 개시하여 서면
진술을 강제 집행할 수 있으며 명확한 서면
진술서의 각 위반 및 해당 서면 진술서 이후의 기타
본 편 위반 사례에 대한 법적 손해를 주장할 수 있다.
(c) 본 편에 의해 수립된 조치의 원인은 하위절 (a)에
정의된 위반에만 적용되며 본 편의 기타 절에 대한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 편의 어떠한 사항도
기타 법에 따른 조치의 개인적인 권리에 대한
기준으로 해석돼선 안된다. 이는 다른 법률이나 미국
또는 California 헌법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에서
당사자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17절. 민법의 1798.155절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1798.155절. 행정 집행
1798.155. (a) 모든 기업 및 제3자는 본 제목의
조항 준수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기 위해
법무장관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b) 기업이 비준수 주장의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장된 위반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본
제목의 위반에 해당한다. 본 제목을 위반하는 모든
기업, 서비스 제공자, 계약자 또는 기타 사람은
명령의 대상이 되며 각 위반의 경우 이천 오백 달러
($2,500) 이하 또는 기업, 서비스 제공자, 계약자
또는 기타 사람이 16세 미만임을 실제적으로 알고
있는 소비자의 개인 정보가 포함된 각 고의적
위반의 경우 칠천 오백 달러($7,500) 이하의 행정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California 개인정보 보호
기관의 행정 집행 조치에서 1798.185절 하위절
(a)의 (5)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각 위반의
경우 이천 오백 달러($2,500) 또는 각 고의적
위반의 경우 칠천 오백 달러($7,500) 이하의 민사
처벌은 법무장관이 California 주민의 이름으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평가 및 복구되어야 한다. 본
절에서 제공되는 민사 처벌은 법무장관이
California 주민의 이름으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독점적으로 평가 및 복구된다.
(c) (b) 본 편에서 평가된 모든 민사 처벌 행정 벌금,
하위절 (b) (a)에 따라 제기된 조치의 합의 집행에
따른 수익금은 본 편과 관련하여 주 법원 및
법무장관 및 California 개인정보보호 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의 지불을 위해 1798.160절의
하위절 (a)에 따라 일반 기금 내에 설립된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펀드에 적립되어야 한다.
제18절. 민법의 1798.160절은 개정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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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160.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기금
1798.160. (a)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 기금"으로
알려진 특별 기금은 주 재무부의 일반 기금으로
생성되고, 이 소유권을 집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관련하여 주 법원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 그리고 본
제목에 따라 법무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법무
장관이 지출한 모든 비용을 차감 계산하기 위해
입법부가 먼저 인가할 때 사용할 수 있고, 국고에 투자
펀드를 설립할 목적으로 펀드의 수입 또는 이자가
일반 펀드에 예치된 후,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를 증진
및 보호하고,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분야에서 아동을
교육하고, 소비자 데이터 침해와 관련된 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 법 집행 기관과 협력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을 생성한다.
(b)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 기금으로 이체된
자금은 독점적으로 다음 항목에 사용된다.
(1) 이 제목과 관련하여 주 법원 및 법무 장관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을 상쇄할 목적.
(2) (1)항의 의무를 다한 후 잔여 기금은 다음과
같이 회계 연도별로 배분한다.
(A) 구십일 퍼센트는 신중한 위험 수준과 일치하는
장기 수익률 극대화를 목표로 재무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원금은 이자 및 수입이 일반 기금 목적을 위해
입법부가 차감 계산하기 위해 일반 기금으로 매년
이체되는 경우, 양도 또는 할당되지 않는다.
(B) 구 퍼센트는 California에서 보조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California 개인 정보 보호국에
제공되며, 3퍼센트는 다음 보조금 수령자
각각에게 할당된다.
(i) 소비자 개인 정보를 홍보하고 보호하는
비영리 단체.
(ii)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분야에서 어린이를
교육하기 위한 비영리 단체 및 교육 구를 포함한
공공 기관.
(iii) 소비자 데이터 침해와 관련된 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 법 집행 기관과 협력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
(c) 위의 기금들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 기금의
자금은 다른 목적을 위해 입법부에 의해
할당되거나 이전되지 않는다. 단, 재무 책임자가
자금이 본 제목과 관련하여 주 법원 및 법무 장관이
발생하는 비용을 완전히 차감 계산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초과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입법부는 초과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9절. 민법 1798.175절은 개정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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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175. 상충되는 조항.
1798.175. 이 제목은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헌법의
권리를 강화하고 기업 및 전문직업법 제8조 제22장
(제22575절 부터)과 제1.81편(제1798.80절부터)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소비자의 개인 정보와
관련된 기존 법률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본 제목의
조항은 전자적으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수집한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기업이 소비자로부터 수집한 모든 개인
정보 수집 및 판매에 적용된다. 가능한 한 소비자의
개인 정보와 관련된 법률은 본 제목의 조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석되어야 하지만, 다른 법률과 본 제목의
조항이 상충하는 경우 소비자의 개인 정보 보호
권리가 우선하는 가장 큰 보호를 제공하는 법률
조항으로 해석해야 한다.
제20절. 민법 1798.180절은 개정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98.180. 선취권
1798.180. 이 제목은 주 전체의 관심 사항이며
기업의 소비자 개인 정보 수집 및 판매와
관련하여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지역 기관에서 채택한 모든 규칙, 규정,
법, 조례 및 기타 법률을 대체하고 우선한다.
제21절. 민법 1798.185절은 개정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98.185. 규정
1798.185. (a) 2020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법무 장관은 광범위한 대중의 참여를
요청하고 다음 영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본 제목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1) 제1798.130절 (c)호 및 제1798.140절 (o) (v)
호에 열거된 항목에 필요한 추가 개인 정보 범주를
업데이트 또는 추가하고, 기술 변경, 데이터 수집
관행, 구현 장애 및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1798.140절 (ae)호에 열거된 항목에
민감한 개인 정보의 범주를 업데이트하거나 추가.
(2) 기술 변경, 데이터 수집, 구현 장애 및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비식별화된" 및 고유 식별자들 "고유 식별자"의
정의 정의들 업데이트, 그리고 제1798.130절에 따라
소비자가 기업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요청
제출을 위한 지정된 방법의 정의에 카테고리를
별도로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비식별화"의 정의를
업데이트할 권한은 이전 연방 규정법 45편의 제
160.103절에 정의된 "보호된 건강 정보"였던 연방
상정된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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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법 45편의 제164.514절에 명시된 비식별화
표준에 적용되지 않는다.
(3) 영업 비밀 및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법 또는 연방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예외 사항을 검증 가능한 소비자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공개되지 않아야 할 영업 비밀의
의도가 있는 본 제목의 통과 후 일 년 이내 및 이후
필요에 따라 영업 비밀을 금지하지 않도록 설정함.
(4) 다음에 대한 규칙 및 절차 설정:
(A)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에 대한
보복을 포함하여 기업이 개인 정보의 판매 또는
공유를 거부하거나 민감한 개인 정보의 사용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허용하는 경우 제1798.120절에 따라 개인
정보의 판매 또는 공유를 거부하는 소비자의 요청
제출을 촉진하고 관리, 제1798.121절에 따라
소비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 사용을 제한하여
소비자가 과도한 부담 없이 자신의 선택을 행사,
기업이 기만하거나 괴롭히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도록 방지하도록 함.
(B) 소비자의 거절 요청에 대한 기업 규정 준수를
관리함.
(C) 개인 정보 판매를 거부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모든 기업에서
인식 가능한 표준 거절 로고 또는 버튼을
개발하고 사용할 목적.
(5)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매
홀수 연도 일월에 금융 임계값 조정. 해당 법규:
제1798.140절 (c) (d)호 (1)항 (A)호; 제
1798.150절 (a)호 (1)항 (A)호; 제1798.155절
(a)호;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매
홀수 연도 일월에 제1798.199.25절; 및 제
1798.199.90절 (a)호.
(6) 본 제목의 통과 후 일년 이내 및 그 후 필요에 따라
금전 보상들 보상 제공에 관한 규칙 및 지침 수립을
포함하여 이 제목에 따라 기업이 제공해야 하는 통지
및 정보가 일반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장애가
있는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으며, 주로 소비자와 상호
작용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로 제공되는 방식으로
필요한 규칙, 절차 및 예외를 설정함.
(7) 본 제목의 통과 후 일년 이내 및 그 후 필요에
따라 사용 가능한 기술, 보안 문제 및 기업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여 소비자 관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확인 가능한 소비자 요청으로
소비자가 계정에 로그인 되어있는 동안 소비자가
기업에 유지하는 암호로 보호된 계정을 통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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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을 처리하는 것과 기업 계정을 유지하지 않는
소비자가 기업의 소비자 신원 인증을 통해 정보를
요청할 수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소비자로부터 받은 정보 요청이 검증
가능한 소비자 요청인지를 기업이 결정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 제1798.105, 1798.106,
1798.110호 및 1798.115호의 목적을 강화하며
소비자 또는 소비자의 공인 대리인이 개인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제1798.106호에 따라
부정확한 개인 정보를 수정하며 제1798.130
절에 따른 정보 수집을 위한 규칙 및 절차를
설정함.
(8) 다음을 관리하는 표준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제1798.106절에 따라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빈도와 상황을 설정함.
(A) 응답이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노력이 필요한
요청에 대한 예외 및 정확한 정보 수정 요청을
포함하여 기업이 수정 요청에 응답하는 방법.
(B)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는 방법.
(C) 기업이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취할 수있는 조치.
(D) 기업이 소비자의 건강과 관련하여 수집하고
분석한 개인 정보의 정정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개인 정보에 관한 항목 또는 진술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에게 서면 추가 조항을 제공할 수있는
소비자의 권리. 추가 조항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항목 당 250단어로 제한되며 소비자가
소비자 기록의 일부가 되도록 부록을 요청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9) 검증 가능한 소비자에 대한 응답으로 12개월
기간이 지난 정보를 제공하는것이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노력이 수반될 수 있다는 기업의 결정을
제1798.130 절 (a)호 (2)항 (B)호에 따라
관리하기 위한 표준을 설정함.
(10) 제1798.140절 (e)호 (6)항에서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 서비스 제공 업체 및 계약 업체가
소비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타 공지된 목적을 포함하여
비즈니스 목적을 추가로 정의하며 추가하고, 서비스
제공 업체 및 계약 업체가 다양한 출처에서 얻은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목적을 추가로 정의하는 규정을 발행함.
(11) 서비스 제공 업체 및 계약자가 기업과의 서면
계약에 따라 수신한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서비스
제공 업체 또는 계약 업체 자체의 기업 목적을 위해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의 극대화를 위해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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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기타 고지된 목적을 포함하여 해당
비즈니스 목적을 식별하는 규정을 발행함.
(12)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 극대화를 목표로
"의도적인 상호 작용"을 정의하는 규정을 발행함.
(13) 정의된 크기가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거나 개인 정보가 청구를 포함한 정상적인 운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정확한
지리적 위치"를 추가로 정의하는 규정을 발행함.
(14) 소비자가 관련 개인 정보에 접근 할 수있는
권리를 극대화하고 시스템 로그 정보 및 기타
기술 데이터를 포함하여 소비자에게 유용하지
않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소비자로부터 얻은
특정 정보"라는 용어를 정의하는 규정을 발행함.
가장 민감한 개인 정보의 전달을 위해, 기관에서
더 높은 기준의 인증이 개인 정보를 획득하는
소비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여
검증 요건으로 인해 검증 가능한 소비자 요청이
불합리한 거부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 규정은 더
높은 수준의 인증을 요구할 수 있다.
(15) 기업의 소비자 개인 정보 처리가 소비자의
개인 정보 또는 보안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요구되는 다음의 규정을 발행한다:
(A) 감사 범위를 정의하고 감사가 철저하고
독립적인지 확인하는 프로세스를 설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매년 사이버 보안 감사를 수행한다. 처리가
개인 정보 보안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에는 기업의
규모와 복잡성, 처리 활동의 성격 및 범위가 포함된다.
(B) 개인 정보 처리와 관련된 위험 평가를
California 개인 정보 보호국에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처리에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포함하며, 소비자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위험이 소비자, 기업, 기타 이해관계자
및 공공에 대한 처리로 인한 이익을 능가하는 경우
처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 소비자, 기타 이해 관계자 및
일반 대중에 대한 혜택을 처리와 관련된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잠재적 위험에 대해 식별하고 평가하는
것이 포함된다. 본 절의 어떤 내용도 기업이 영업
비밀을 누설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16) 기업의 자동화된 의사 결정 기술 사용과
관련하여 접근 및 거절 권한을 관리하는 규정을
발행함. 여기에는 해당 의사 결정 프로세스와
관련된 논리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 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관련한 프로세스의 가능한 결과에 대한

발의안 24 계속

설명을 포함하도록 접근 요청에 대한 비즈니스
응답 요구 및 자료 수집을 포함한다.
(17) 제1798.145절 (a)호 (2)항에 있는 예외
사항의 목적을 위해 "법 집행 기관이 승인한
조사"를 추가로 정의하는 규정을 발행함.
(18) 기관의 감사 권한의 행사 범위 및 절차를
정의하고, 감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법원 명령, 영장 또는 소환장이 없는
경우 소비자의 개인 정보가 감사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발행함.
(19) (A) 플랫폼, 기술 또는 메커니즘에서 전송한
거절 선호 신호에 대한 요구 사항 및 기술 사양을
정의하며, 판매 또는 소비자의 개인 정보 판매 또는
공유에 대해 거절하려는 소비자의 의도를 나타내고
소비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을 발행함. 거절 선호 신호에
대한 요구 사항 및 사양은 소비자가 비즈니스와
상호 작용하는 수단을 반영하기 위해 수시로
업데이트 되어야 하며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i) 거절 선호 신호를 보내는 플랫폼, 브라우저
또는 장치 제조업체가 다른 기업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ii) 거절 선호 신호가 소비자 친화적이고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으며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기 쉬운지 확인하고 소비자가 필요한 것
이상의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iii) 소비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표현하며 그 의도를
제한하거나 전제하는 기본값이 없어야 한다.
(iv) 거절 기본 설정 신호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다른 개인 정보 설정 또는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와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v) 다른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거절 선호 신호를 전체적으로
비활성화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가 기업의
소비자 개인 정보 판매 또는 소비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의 사용 또는 공개에 선택적으로 동의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vi) 소비자가 거절 선호 신호를 설정하기 위해
접근하는 페이지 또는 설정 보기에서 소비자는 다음을
포함하여 최대 세 가지 선택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I) 민감한 개인 정보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을
포함하여 개인 정보의 판매 및 공유의 전체적인 거절.
(II) "나의 민감한 개인 정보 사용 제한"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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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컨텍스트 간 행동 광고를 위해 내 개인
정보를 판매하지 마십시오/공유하지 마십시오"
라는 선택 항목.
(B) 소비자 또는 소비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소비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최소 13세 이상이며
16세 미만임을 명시 할 수있는 거절 선호 신호에
대한 기술 사양을 설정하는 규정을 발행함.
(C) 소비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하려는 소비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합법적인 운영 이익을 고려하면서 소비자의 개인 정보
보호의 강화를 목표로 다음을 포함한 소비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 사용 및 공개를 제한하는 규정을 발행함:
(i) 기업이 소비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있는 추가 목적을 결정함.
(ii) 해당 활동이 건강 관련 연구를 포함하지
않도록 제1798.121절 (a)호에 의해 승인된 바에
의해 제1798.140절 (e)호 (8)항에 따라 허용되는
활동의 범위를 결정함.
(iii) 비즈니스 운영의 기능을 보장함.
(iv) 제1798.121절에 따라 민감한 개인 정보의
사용 및 공개를 제한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기업이 해당 예외 조항을
사용하지 않도록 보장하면서도, 민감한 개인
정보에 대한 제1798.121절 (d)호의 예외 조항이
소비자의 특색을 유추할 목적 없이 우연히
수집되거나 처리된 정보에 적용되도록 한다.
(20) 제1798.135절 (b)호를 준수하기로 선택한
기업이 거절 선호 신호에 응답하고 제1798.121
(a)호에 의해 승인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추후 해당 개인 정보의 판매나 공유
또는 해당 민감한 개인 정보의 사용 및 공개에
동의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을 관리하는 규정을
발행함. 규정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경쟁과 소비자 선택을 촉진하고 기술
중립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B) 비즈니스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거절 선호
신호에 대응하지 않도록 한다.
(i) 소비자 경험의 기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킴.
(ii) 소비자의 거절 선호에 따라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함.
(iii) 거절 선호 신호를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와
비교하여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적절하거나 원활히 기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행위.
(iv) 소비자가 비즈니스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거나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70 | 상정된 법안 내용

발의안 24 계속

적절하거나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등 거절 선호 신호를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와 비교하여 거절 선호 신호의 사용이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명시하거나 암시하여 소비자가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판매 또는 공유하거나 소비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사용 또는 공개하도록 선택을 강요하려는 시도.
(v) 소비자의 거절 선호 신호에 따른 대응으로
알림 또는 팝업을 표시.
(C) 소비자가 수신에 동의하도록 허용하는 웹
페이지 또는 지원 콘텐츠에 대한 링크가 다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i) 소비자가 전체 보기를 통해 방문하려는
웹페이지의 일부를 가리거나 소비자가 웹페이지나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검색하려는 경험을
어떤식으로든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팝업, 알림,
배너 또는 기타 방해하는 디자인의 일부가 아니다.
(ii) 소비자가 웹사이트를 포함한 모든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전체 기능을 받기 위해 링크를 클릭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하거나 암시하지 않는다.
(iii) 어두운 패턴을 사용하지 않는다.
(iv) 소비자가 상호 작용하려는 비즈니스에만
적용된다.
(D) 거절 선호 신호에 대응하여 강압적이거나
기만적인 관행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되 제
1798.135절을 준수하기 위해 선의로 노력하는
기업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21) 보험 요율 또는 가격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존 보험법 조항 및 규정을 검토하여
보험법의 조항이 본 제목의 조항보다 소비자에게
더 큰 보호를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검토를 완료한
후 기관은 이 제목의 조항이 더 많은 보호를
제공할 경우에 한해 보험 회사에 적용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명확성을 위해 보험 위원은 보험
요율 및 가격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22) 소비자에 대한 본 제목의 명확성과 기능을
촉진하기 위해 거절 메커니즘, 소비자에 대한
통지 및 본 제목의 기타 운영 메커니즘을
관리하는 규정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b) 법무 장관은 다음의 경우 추가 규정을 채택
할 수 있다:
(1) 시행 및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과 관련된 특정 개인 정보에
대한 확인 가능한 소비자 요청을 처리하고
준수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 및 절차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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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편의 목적을 심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그러하다.
(c)법무 장관은 본 절에 따라 발행된 최종 규정이
발표된 후 6 개월 또는 2020년 7월 1일 중 일찍
도래하는 일자까지 본 제목에 따른 집행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d) (a)호에도 불구하고 본 호를 추가하는 법에서
요구하는 최종 규정을 채택하기 위한 일정은 2022
년 7월 1일이다. 2021년 7월 1일 말 또는 기관이
법무 장관에게 본 제목에 따라 규칙 제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음을 통보한 후 6개월 중 나중에
도래하는 일자부터 개시하여 본 절에 따른 규정
채택을 위해 법무 장관에게 부여한 권한은
California 개인정보 보호국이 행사한다. 다른
법에도 불구하고, 본 법에 의해 추가되거나 수정된
법 조항의 민사 및 행정 집행은 2023년 7월 1일까지
개시하지 않으며, 해당 날짜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한
위반에만 적용된다. 이 법에 의해 개정된 2018
California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에 포함되어
있는 법 조항 집행은 유효하며, 이 법의 동일한
조항에 대한 집행이 유효할 때까지 집행된다.
제22절. 민법 1798.190절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98.190. 회피 금지
1798.190. 법원 또는 기관은 본 제목의 목적을
발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중간 단계 또는
거래를 인정하지 않는다:
(a) 판매의 또는 공유의 정의를 피하기 위해
기업이 제3자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포함하여 일련의 단계나 거래가 처음부터 본
제목의 목적 달성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하나의 거래의 구성 요소인경우.
(b) 금전적 또는 그 밖의 가치 있는 대가의
교환을 포함하지는 않으나 당사자들이 가치 또는
이용 가능한 무언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금전적 또는 그 밖의 가치 있는
대가를 제거함으로써 판매 또는 공유의 정의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특정 단계나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본 제목의 목적을 발효하기 위해
해당 중간 단계 또는 거래를 인정하지 않는다.
제23절. 민법 1798.192절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98.192. 권리 포기
1798.192. 구제책이나 집행 수단에 관한 권리를
제한없이 포함하여 본 제목 하의 소비자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든 포기 또는 제한하게 할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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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소송 포기를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계약 또는
합의서의 모든 조항은 공공 정책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 효력이 없으며, 집행이 불가능하다.
본 절은 소비자가 기업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기업의 소비자 개인정보 판매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거부하는 것, 또는
이전에 거부하기로 선택한 이후에 기업이 소비자
개인 정보를 판매 또는 공유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방지하지 아니한다.
제24절. California 개인정보 보호국설립 제
24.1절. 민법에 추가되는 1798.199.10절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98.199.10 (a) 이번 개정을 통해
2018
California 소비자 개인정보법을 시행하고
집행하기 위한 행정적 전권, 지휘권 및 관할권을
부여 받는 California 개인정보 보호국을 주 정부에
설치한다. 본 기관은 의장을 포함한 5인 이사회가
주관한다. 의장과 위원 1명은 주지사가 임명한다.
법무장관, 상원 의사 운영 위원회, 국회의장은 각각
1명의 위원을 임명한다. 이러한 임명은 개인정보,
기술 및 소비자 권리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California 주민들 중에 이루어져야 한다.
(b) 기관에 대한 최초 임명은 본 절을 추가한 법안의
발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24.2절. 민법에 추가되는 1798.199.15절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98.199.15. 기관 이사회의 위원들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 특히 개인정보 및 기술 분야에서 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자격, 경험 및 기술을 보유할 것
(b) 공공기록물법(Public Records Act)에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 수행이나 권한 행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의 기밀을 유지할 것

(c)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다른 사람의 지시를 구하거나
취하지 아니할 것
(d) 급여 수령 여부와 관계 없이, 임기 중 직무와 양립할
수 없는 행위 또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삼가할 것
(e) 기관에서 의장에게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유할 것
(f) 위원의 임기 중 또는 위원 임명 전 5년 동안 본
제목에 따른 집행 조치 또는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된 사업장에 직무에서 물러난 후 1년 동안
고용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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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직무에서 물러난 후 2년 동안 기관의 조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기관에 계류 중인
사안의 타인을 위해 대리인이나 변호인 또는 기타
대표자 자격으로 보상을 받으며 행동을 취하지
아니할 것
제24.3절. 민법에 추가되는 1798.199.20절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98.199.20. 의장을 포함한 기관 이사회의
위원은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되, 8
년 이상 연임하지 아니한다.
제24.4절. 민법에 추가되는 1798.199.25절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98.199.25. 기관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에
종사하는 각 하루 당 생계비의 변동을 반영하여 격년
단위로 조정되는 일백 달러($100) 기준율의 보수를
받으며 공무 수행에서 발생한 비용을 환급 받는다.
제24.5절. 민법에 추가되는 1798.199.30절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98.199.30 기관 이사회는 기관 정책 및 규정과
해당 법률에 따라 활동할 대표 위원를 임명한다.
기관은 해당 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고문 및 직원을
임명하고 해임하며, 직원의 보수를 정하고 그들의
직무를 규정해야 한다. 기관은 소속 직원이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4.6절. 민법에 추가되는 1798.199.35절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98.199.35. 기관 이사회는 집행 조치 의결 및
규칙 제정 권한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
회의 간 기관 명의로 활동할 권한을 의장 또는
대표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7절. 민법에 추가되는 1798.199.40절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98.199.40. 기관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a) 행정 조치를 통한 본 제목의 관리, 시행 및 집행.
(b) 2021년 7월 1일 또는 기관이 법무장관에게
본 제목에 따라 규칙 제정의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중 일찍
도래하는 일자 이후에, 본 제목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기업의 기록 보관 요건을 명시하는
규정을 포함하여 2018 California 소비자
개인정보법의 목적과 규정을 수행하기 위한
1798.185절에 따른 규정의 채택, 수정 및 폐지.
(c) 본 제목의 이행을 통해 개인 정보의 이용에
관한 자연인의 개인정보 기본권을 보호할 것
(d) 자신의 정보에 관한 미성년자의 권리를
포함하여 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 판매 및 공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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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위험, 규칙, 책임, 안전장치 및 권리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 및 인식을 증진하며, 데이터
보안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장하면서 1798.185
절의 하위절 (a) 제(15)항에 따라 기관에 제출한
위험 평가 요약 공개 보고서를 제공할 것.
(e) 소비자에게 본 제목에 따른 권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것
(f) 본 제목에 따른 의무와 책임에 대한 지침을
기업에 제공하며, 1798.185절의 하위절 (a) 제
(18)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의거하여 본 제목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감사를 수행할
최고 개인정보 감사를 임명할 것.
(g) 개인정보 관련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요청에
따라 입법부에 기술 지원 및 자문을 제공할 것.
(h)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련 개발, 특히
정보통신기술 및 상업적 관행의 개발 등을 감시할 것.
(i) 개인정보 보호의 일관성 있는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법을 관할하는 다른 기관 및
California, 다른 주, 지역 및 국가의 데이터 처리
당국과 협력할 것
(j) California에서 1798.140절의 하위절 (d) 제
(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1798.140절의 하위절 (d) 제(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본 제목을 준수함을 자발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해당 기업들의 목록을
만들어 일반인에게 제공할 것.
(k) 1798.160절의 하위절 (b) 제(2)항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
신청을 요청, 검토 및 승인할 것
(l) 권한, 지휘권 및 관할권의 행사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기타 모든 행위를 수행하고,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소비자
개인정보 강화라는 목표의 균형을 도모할 것.
제24.8절. 민법에 추가되는1798.199.45절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98.199.45. (a) 개인이 선서한 고소 또는 자체
발의에 따라, 기관은 사업자, 서비스 제공자, 계약자
또는 개인과 관련된 본 제목의 위반 가능성을
조사할 수 있다. 기관은 고소에 대해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기업에 위반 혐의를 시정하기
위한 기간을 제공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기관은
조사하지 않기로 하거나 시정 기간을 더 제공하도록
결정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본 제목을 위반하고자 하는 의도의 결여.
(2) 기관으로부터 고소 사실을 통보 받기
전에 위반 혐의를 시정하기 위해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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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자, 계약자 또는 개인이 행하는
자발적인 노력.
(b) 기관은 고소를 제기한 자에게 기관이 고소를
받아 들였거나 받아 들일 것을 계획한다는 조치를
해당 조치 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유와 함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4.9절. 민법에 추가되는 1798.199.50절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98.199.50. 기관이 위반 혐의를 검토하기 최소
30일 전에, 본 제목을 위반했다고 혐의를 제기 받는
사업자, 서비스 제공자, 계약자 또는 개인이 소장의
송달 또는 수신 확인 요청이 포함된 등기 우편에
의해 그 위반에 대해 통지 받고, 증거 요약 정보를
제공 받고, 당사자가 본 제목을 위반했다고
여겨지는 상당한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기 위해 열린 기관의 모든 절차에 직접
출석하거나 변호인이 대신할 수 있다는 권리를
통지 받지 않는 한, 기관에서 본 제목이
위반되었다고 간주할 상당한 근거를 발견했다고 할
수 없다. 위반 혐의자에 대한 통지는 소장 송달일,
등기 우편 확인 서명일, 또는 등기 우편 확인 서명이
없는 경우 우체국에 반환된 날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위반 혐의자가 절차의 공개를 기관에
서면 요청하지 않는 한, 위반에 대한 상당한 근거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되는 절차는 비공개로 한다.
제24.10절. 민법에 추가되는 1798.199.55절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98.199.55. (a) 기관에서 본 제목이 위반되었다고
여길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위반 사항(들)이 발생하였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정부법제목 2, 제3절, 1편, 5장
[11500절 이하])에 따라 통지를 보내고 청문회를
실시한다. 기관은 해당 장에서 부여한 모든 권한을
가진다. 기관이 본 하위절에 따라 실시한 청문회에
근거하여 위반 사항(들)이 발생하였다고 확정하는
경우, 위반자에게 다음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명령을 발부해야 한다:
(1) 본 제목의 위반 사항을 중지하고 정지할 것.
(2) 1798.155절에 따라, 각 위반에 대해 최대
이천오백 달러 ($2,500)의 행정 벌금 또는 고의적인
각 위반과 미성년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각
위반에 대해 최대 칠천오백 달러 ($7,500)의 행정
벌금을 주 일반 기금의 소비자 개인정보 기금에
납부할 것. 기관이 위반 사항이 없다고 확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명시하는 선언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b) 2명 이상의 사람이 위반 사항(들)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경우, 공동 및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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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1절. 민법에 추가되는 1798.199.60절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98.199.60. 기관이 정부법11517절에 따라
행해진 행정법 판사의 결정을 거부할 경우 매회
해당 결정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제24.12절. 민법에 추가되는 1798.199.65절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98.199.65. 기관은 증인을 소환할 수 있고, 출석과
증언을 강제할 수 있으며, 선서와 확약을 집행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기업의 본 제목 준수 여부를 감사할
권한을 제한없이 포함하여 기관의 직무 수행이나
권한 행사에 중요한 서적, 서류, 기록 또는 기타
항목의 제출을 소환에 의해 요구할 수 있다.
제24.13절. 민법에 추가되는 1798.199.70절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98.199.70. 본 제목에 의거하여 본 제목
조항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내려질 행정
조치는 위반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할
경우 개시될 수 없다.
(a) 1798.199.50절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본
제목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자에 대해
상당한 근거를 판단하는 청문회의 통지는 행정
조치의 개시를 구성한다.
(b) 본 제목을 위반하였다고 혐의를 받는 자가 자신의
행위나 신분에 대해 사기 은닉을 하는 경우, 은닉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이 부과된다. 본 하위절의
목적상, "사기 은닉"이란 본 제목에 따른 개인의
직무와 관련된 중대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본
제목에 따라 법적으로 주어진 정보를 일반인으로부터
사취할 목적으로 직무의 수행 또는 누락을 통해
고의로 해당 사실을 은닉하는 것을 말한다.
(c) 상급 법원으로부터 본 제목에 따른 행정
절차에서 소환에 의해 요청된 문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은 후, 본 제목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자가 준수를 명령받은 날짜까지 명령에 따라
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강제 명령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해당 문서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지연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이 부과된다.
제24.14절. 민법에 추가되는 1798.199.75절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98.199.75. (a) 기관은 가능한 다른 구제책
외에, 기관의 조치에 대한 위헌 법률 심사권이
소진된 후 본 제목에 따라 부과된 미납 행정
벌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상급 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소송은
청구금액에 따라 소액 청구 소송, 유한 책임의
민사 소송, 또는 무한 책임의 민사 소송으로
상정된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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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할 수 있다. 소송의 재판지는 기관이 행정
벌금을 부과한 행정 구역으로 한다. 기관은 본
절에 따른 절차에서 판결을 받기 위해 통상적인
민사 소송에 적용되는 증거의 절차 및 규칙에
따라 다음 사항을 모두 증명하여야 한다:
(1) 행정 벌금은 본 제목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고 규정을 시행하여 부과되었음.
(2) 실제 또는 의제 통지에 의해 소송 중인 피고인
(들)에게 행정 벌금의 부과를 통보하였음
(3) 지급에 대한 요구가 기관에 의해 이루어졌고
전액을 수령하지 못하였음
(b) 하위절 (a)에 따라 제기되는 민사 소송은
행정 벌금을 부과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제24.15절. 민법에 추가되는 1798.199.80절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98.199.80. (a) 최종 기관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위헌 법률 심사권이 경과하였거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위헌 법률 심사권에 대한 모든
수단이 소진된 경우, 기관은 그 명령 또는 결정에
의하여 부과된 행정 벌금을 징수하기 위한 판결
또는 위헌 법률 심사 판결에 따라 수정한 명령을
법원 서기에게 신청할 수 있다.
(b) 명령 또는 결정, 또는 위헌 법률 심사 판결에
따라 수정된 명령의 등본 및 명령이나 결정에
관한 법정 증명서를 포함하는 해당 신청은 행정
벌금 징수를 위한 판결문 발부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충분한 증거를 구성한다. 법원 서기는
신청에 즉시 응하여 판결을 기재해야 한다.
(c) 본 절에 따른 신청은 기관이 행정 벌금을 부과한
행정 구역의 상급 법원 서기에게 해야 한다.
(d) 본 절에 따라 기재된 판결은 민사 소송에서의
판결의 효력 및 영향과 동일하고, 민사
소송에서의 판결과 관련된 모든 법률 조항의
대상이 되며, 해당 판결이 기재된 법원의 다른
판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집행될 수 있다.
(e) 기관은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위헌 법률
심사의 모든 수단이 소진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한해 본 절에 따른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f) 본 절에 따라 이용 가능한 구제책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 가능한 구제책에 더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제24.16절. 민법에 추가되는 1798.199.85절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98.199.85. 고소 또는 행정 벌금에 관한
기관의 결정은 이해 당사자가 해당 고소 또는
행정 벌금에 관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위헌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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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의 대상이 되며 또한 재량 기준 남용 심사의
대상이 된다.
제24.17절. 민법에 추가되는 1798.199.90절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98.199.90. (a) 본 제목을 위반하는 모든 기업,
서비스 제공자 또는 기타 당사자는 법원 명령의
대상이 되며 각 위반에 대해 이천 오백 달러
($2,500) 이하 또는 각 고의 위반과 미성년
소비자의 개인 정보와 관련된 각 위반에 대해
칠천 오백 달러($7,500) 이하의 민사 처벌 대상이
된다. 이 금액은 1798.185절 하위절 (a) (5)항에
따라 조정되고, 법무 장관이 California주 주민의
이름으로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 평가 및
회수된다. 법원은 민사형 벌금액을 결정할 때
기업, 서비스 제공자, 계약자 또는 기타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력한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
(b) 본 제목의 위반에 대해 법무 장관이 제기한
소송에 의해 회수되는 민사형 벌금과 해당 소송의
합의금은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기금에 예치된다.
(c) 기관은 법무 장관이 조사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무 장관의
요청에 따라 본 제목에 따른 행정조치 또는
조사를 정지하고, 법무 장관이 이후에 조사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행정조치 또는 조사를 할 수 없다.
기관은 본 제목을 집행할 법무 장관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
(d) 기관이 동일한 위반에 대해 1798.199.85
절에 따른 결정 또는 1798.199.55절에 따른
명령을 당사자에게 내린 후에, 법무 장관은 본
제목의 위반에 대해 본 절에 따른 어떠한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
(e) 본 절은 1798.150절에 규정된 개인 소송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4.18절 1798.199.95절은 민법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1798.199.95. (a) 이에 따라 2020-2021
회계연도에는 주 정부의 일반 기금에서 기관으로
오백만 달러($5,000,000)의 총액이 책정되고, 이후
매 회계연도에는 생계비 변화에 따라 조정되는 천만
달러($10,000,000)의 총액이 책정되어 본 제목에
따른 기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사용된다.
이 예산 책정에 따른 자금 지출은 주의 다른 예산
책정에 준하는 일반적인 행정 검토를 따른다.
입법부는 본 제목의 조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추가 금액을 위원회 및 기타 기관에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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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재무부는 주 예산 및 입법부에 제출된 예산 법안
(Budget Act)을 준비함에 있어 있어 다음 사항을
모두 명시하도록 본 제목의 지원 항목을 포함한다:
(1) 다른 기관의 지원 항목을 확대한 금액으로서
본 제목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에 책정할 금액.
(2) 본 절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입법부가 본
제목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책정해야 하는 추가 금액.
(3) 이에 더하여,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본 절에
따라 변경된 생계비에 따라 조정하여 매
회계연도에 지속적으로 책정되는 금액인 천만
달러($10,000,000).
(c) 법무 장관은 해당 기관이 자체 직원을 고용할
때까지 기관에 직원을 파견한다. 기관은 해당
서비스에 대해 법무 장관에게 보상한다.
24.19절 1798.199.100절은 민법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1798.199.100. 해당하는 경우, 기관과 법원은
본 제목의 위반에 대한 행정 과태료 또는 민사형
벌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기업, 서비스 제공자,
계약자 또는 기타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력한
사정을 고려한다. 기업은 기관이나 법원 또는
기타로부터 동일한 위반에 대해 행정 벌금과
민사형 벌금 모두를 지급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25절 개정
(a) 본 법안의 규정은 입법부의 상원과 하원에서
과반수의 투표로 통과되고 주지사가 서명한 법령에
의해 유권자들이 승인한 후 개정될 수 있다. 단, 예외
조항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개인정보를 강화하기
위해 수정되고, 해당 법 조항이 위헌이거나 연방법이
대신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주 또는 연방 법원의
결정을 다루는 본 법안과 개정안의 목적 및 의도와
일치하고 이를 강화한다면, 해당 개정안은
1798.145절의 예외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포함하여
3절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본 법안의 목적 및 의도와
일치하고 이를 강화한다. 단, 법원 판결을 다루는
제정법에 대한 추가 개정은 본 하위절을 적용한다.
(b) 1798.199.25절에도 불구하고, 입법부는
해당 기관의 기능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법부의 상원과 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고 주지사가 서명한 법령에 의해
California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국의 구성원에
대한 추가 보상을 승인할 수 있다.
(c) 본 법안이 해당 법령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본 절은 본 법안의
일부로서 개정되거나 다시 제정된 모든 법령과
해당 법령의 모든 조항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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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본 법안의 조항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정된 상충되는 제정법에 우선한다. 본 법안의
개정안 또는 본 법안의 조항과 상충되는
제정법은, 본 법안이 명시된 법규와 관계없이,
유권자가 본 법안을 통과시키면 무효가 된다.
제정법이 3절에 명시된 바에 의해 본 법안의 목적
및 의도와 일치하지 않거나 이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해당 법률은 본 하위절의 목적과 "
상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6절 잔존 규정
본 법안의 조항, 본 법안의 일부 또는 특정인이나
상황에 대한 조항 또는일부의 적용이 어떤
이유로든 무효로 간주되는 경우, 나머지 조항이나
조항의 적용은 영향을 받지 않고,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며, 이를 위해 본 법안의 조항은 분리할 수
있다. 법원이 하나 이상의 단체나 활동을 해당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최종적이고 재검토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 해당 예외 조항은 삭제해야 하며 해당 법은
이전에 해당 법에서 제외되었던 단체나 활동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무효 조항이 포함되었는지
또는 무효한 적용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본 법안이 제정되도록 하는 것이
유권자의 의도이다.

27절 상충적인 발의안
(a) 본 법안 및 소비자 개인정보를 다루는 다른
법안이 주 전체에 걸쳐 동일한 투표용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 다른 법안 또는 법안들의 조항은 본 법안과
상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 법안이 해당 법안과
상충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법안보다 더 많은 찬성
투표수를 얻는 경우, 본 법안의 조항이 전체적으로
효력을 가지며 다른 법안은 무효가 된다.
(b) 본 법안이 유권자의 승인을 얻고 동일한
선거에서 유권자가 승인한 다른 상충적인 법안에
의해 법으로써 대체되고, 해당 상충되는 투표
법안이 나중에 무효로 간주되는 경우, 본 법안은
자체적으로 실행되고 완전한 힘과 효력을 가진다.
28절 존속
다른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유권자가 승인을 한
이후 주 정부 또는 정부 관리자가 본 법안의
합헌성을 옹호하지 못할 경우, 해당 주의 다른 주
정부 기관은 해당 소송이 주 또는 연방 재판소에
계류되어 있거나, 항소 중이거나, California
대법원 또는 미국 대법원에 의해 재량에 따라
심리 중인 것과 상관 없이, 본 법안의 합헌성을
옹호할 목적으로 본 법안의 합헌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원 소송에 개입할 권한을 가진다.
해당 소송을 변호하는 데 드는 합리적인 수수료와
상정된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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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법무부에 책정된 자금으로 부담하며, 이는
즉시 지급되어야 한다.
29절 해석
본 법안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유롭게
해석되어야 한다.
30절 유보 조항
본 법안은 허용되는 경우 연방 및 주 법률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연방법 또는 California
헌법으로 대체되거나 연방법 또는 California
헌법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6세 미만 아동에 관한 법 조항은 연방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Federal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한다.
31절 발효일 및 시행일
(a) 본 법안은 California 헌법 제II조 제10절
하위절 (a)에 규정된 바와 같이 효력을 발생한다.
본 법안은 하위절 (b)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접근권을
제외하고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기업이 수집한
개인 정보에만 적용한다.
(b) 1798.145절 하위절 (m) 및 하위절 (n),
1798.160절,
1798.185절,
1798.199.10
절부터1798.199.40절
전부,
그리고
1798.199.95절은 본 법안의 발효일에 시행된다.
(c) 본 법안에 의해 개정된 2018 California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들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며, 본 법안의 동일한 조항이
시행되고 집행될 때까지 집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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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fornia 헌법 제II조 제9절의 조항에 따라
2017-2018 정기의회( 2018년 법령 제244장)의
상원 법안 제10호에서 상정한 본 법안을
주민투표로 발의한다.
본 상정 법안은 정부법상 조항을 수정하고 형법상
규정들을 추가한다. 따라서 삭제 요청된 현행
조항들은 취소선으로 표시하고, 추가되어야 하는
신규 발의 조항은 신규 조항임을 나타내기 위해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상정 법안

1절 이는 미국 대법원이 해석한 바에 따라 미국
헌법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California 상소
재판가 해석한 바에 따라 California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재판 전 피고인의 예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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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을 허용하는 본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2절 정부법제27771절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27771. (a) 보호관찰 최고 책임자는 다음을
포함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법률 또는 상급 법원의
명령에 따라 사무소에 부과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복지 및 기관법제602절 또는 제1766절 따른
소년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 감독.
(2) 복지 및 기관법제852절에 따른 소년원의 운영.
(3) 복지 및 기관법제880절에 따라 설립된 소년
캠프 및 목장의 운영.
(4) 형법제1203절에서 부과된 조건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인 개인에 대한 지역사회 감독.
(5) 형법제1170절 하위절 (h) 제(5)항 제(B)호에
따라 의무 감독 대상인 개인에 대한 지역사회 감독.
(6) 형법제3451절에 따라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
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 감독.
(7) 형법제2편 제8부 제3장 (제1228절 이하)에
의해 인가된 프로그램을 제한없이 포함하는
지역사회 기반 교정 프로그램의 관리 운영.
(8) 형법제1230절에 따라 지역사회 교정
파트너십의장으로서의 활동.
(9) 형법제1203.7절 및 제1203.10절에 따른
선고 전 선고전 조사 보고서 또는 형법(제
1320.15절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제한없이
포함하는 법원 권고 사항의 작성.
(b) 보호관찰 최고 책임자는 하위절 (a)에 열거된
직무와 일치하는 그 밖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주 및 지역사회 교정위원회의 임명을
수락하고 형법제6025.1절에 허가된 일일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3절 1320.6절은 형법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1320.6. 본 장은 2019년 10월 1일까지만
효력을 유지하며 그날부터 폐지된다.
4절 1.5장(1320.7절 이하)은 형법제2편 제10
부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1.5장 재판 전 구류 상태
1조 정의
1320.7. 본 장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다음
용어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a) 본 장에서 사용되는 "법원"은 California 헌법
제VI조 제22절에서 허용하고 California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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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제10.703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특정 상급
법원에 의해 승인된 경우, "소속 법관"을 포함한다.
(b) "고위험"이란 검증된 위험성 평가 도구의
사용을 포함하여, 재판 전 심사 서비스과의 조사에
따른 당사자의 위험성을 결정한 후, 구속된
당사자가 요구에 따라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위험성
또는 현행 범죄에 대해 석방 상태에 있는 동안
새로운 범죄 행위로 인해 공공 안전에 미칠
위험성이 상당한 수준으로 분류되는 것을 의미한다.
(c) "저위험"이란 검증된 위험성 평가 도구의
사용을 포함하여, 재판 전 심사 서비스과의 조사에
따른 당사자의 위험성을 결정한 후, 구속된
당사자가 요구에 따라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위험성
또는 현행 범죄에 대해 석방 상태에 있는 동안
새로운 범죄 행위로 인해 공공 안전에 미칠
위험성이 미미한 수준으로 분류되는 것을 의미한다.
(d) "중위험"이란 검증된 위험성 평가 도구의
사용을 포함하여, 재판 전 심사 서비스과의 조사에
따른 당사자의 위험성을 결정한 후, 구속된
당사자가 필요에 따라 법원에 출석하지 못할
위험성 또는 현행 범죄에 대해 석방 상태에 있는
동안 새로운 범죄 행위로 인해 공공 안전에 미칠
위험성이 보통 수준으로 분류되는 것을 의미한다.
(e) "서약에 따른 석방"은 요구에 따라 법원에
출석할 것을 서면으로 약속한 체포된 자를 감독
없이 재판 전에 석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f) "재판 전 위험성 심사"는 검증된 위험성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재판 전 심사 서비스과가
시행하는 심사를 의미하며, 당사자가 필요에 따라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위험성이나, 당사자의 현행
형사 범죄에 대한 판결 전에 석방될 경우 새로운
형사 범죄 행위로 공공 안전에 미칠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된다.
(g) "재판 전 심사 서비스과"는 1320.26절에 따라
범죄 행위로 기소된 당사자의 위험성 수준을
평가하고, 위험성 결정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며,
형사 사건의 판결이 계류 중인 개인의 석방 조건에
대해 권고하고, 법령 또는 법정 규칙에 따라 석방 및
구금에 관하여 위험성을 기반으로 결정하는 책임이
부과된 기관, 부서 또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특정
상급 법원의 선택에 따라 기관, 부서 또는 프로그램은
법원의 직원 또는 1320.26절에 규정된 서비스를
위해 법원과 계약한 공공기관의 직원일 수 있으며,
인접한 카운티 또는 지역 협력단의 일원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운티의 기관, 부서 또는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다. 모든 상황에서 기관,
부서 또는 프로그램을 대행하는 사람은 법원
공무원이어야 한다. "재판 전 심사 서비스"는 본 장에
따라 석방된 사람에 대한 감독을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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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위험성"이란 당사자가 요구에 따라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 또는 현행 형사 범죄의
판결 전에 석방될 경우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말한다.
(i) "위험성 점수"란 검증된 위험성 평가 도구로
심사를 수행한 결과, 당사자가 요구에 따라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위험성 또는 현행 형사
범죄의 판결 전에 석방될 경우 새로운 범죄
행위로 공공의 안전에 미칠 위험성에 대한 서술적
평가를 말하며, 숫자 값이나 "고", "중", "저"
위험과 같은 용어를 포함할 수 있다.
(j) "보호 감독 감찰하의 자진출두 서약에 따른
석방"이란 돈이나 담보 보증금을 제시하지 않고
요구에 따라 법원에 출석할 것을 서면으로
약속하고, 재판 전 평가심사 서비스과에서 특정
석방 조건을 부과한 구속된 자를 재판 전
석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k) "검증된 위험성 평가 도구"란 재판 전 심사
서비스과 또는 재판 전 위험성 평가를 제공하는
다른 기관과 협의하여 사법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재판 전 위험성 심사 도구 목록에서 법원이
선택하고 승인한 위험성 평가 도구를 의미한다.
평가 도구는 당사자가 현행 형사 범죄의 판결 전에
석방될 경우 요구에 따라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위험성 또는 새로운 형사 범죄 행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에 미칠 위험성을 평가할 때 과학적인 연구를
통한 정확성과 신뢰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편견을
최소화해야 한다.
(l) "증인"이란, 법적 조치나 소송의 시작 여부 및
당사자가 해당 범죄나 고발과 관련된 증인인지의
여부와는 관련 없이, 증언했거나 증언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또는 관련 정보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범죄에 대한 법적 조치나 소송에서 증인으로
호출되거나 호출될 가능성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2조 입건 및 석방
1320.8 1320.10절 하위절 (e)에 열거된
경범죄 이외의 경범죄로 체포 또는 구금된 자는
구속되지 않고 기록 후 석방될 수 있으며, 구속될
경우 입건 후 12시간 이내에 재판 전 심사
서비스과에 의한 위험성 평가 없이 구속에서
석방될 수 있다. 본 절은 영장 유무와 관계없이
1320.10절 하위절 (e)에 열거된 범죄 또는 요소
이외의 경범죄로 체포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3조 재판 전 심사 서비스과 조사
1320.9. (a) 인정 심문 이전 또는 심리 대상자들에
대한 인정 심문 전 이전에, 재판 전 심사
서비스과는 1320.8절에 따라 입건 및 석방된
상정된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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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제외하고 각 구금된 사람에 대해 다음
정보를 모두 확보해야 한다:
(1) 위험성 점수 또는 위험성 수준 등 검증된
위험성 평가 도구를 사용한 위험성 평가 결과.
(2) 최근 3년 이내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이력
등 당사자가 구속된 범죄 혐의와 범죄 경력.
(3) 구속된 자가 공공 안전에 미칠 위험성 또는
요구에 따라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위험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보충 정보.
(b) 지방 검사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당사자의
구금 상태에 대한 의견을 얻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c) 1320.10절 하위절 (a) 또는 하위절 (b), 또는
1320.13절에 따른 인정 심문 전 이전 또는 인정 심문
이전에, 재판 전 심사 서비스과는 하위절 (a) 및
하위절 (b)에 따라 입수한 정보와 당사자의 석방
조건에 관한 권고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석방 조건에 관한 내용은 사법 위원회가
수립하고 California 법원 규칙에 명시한다. 보고서
사본은 법원과 변호사에게 송달한다.
(d) 검증된 위험성 평가 도구를 사용한 위험성
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하위절 (c)에 기술된
보고서는 본 장에 규정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4조 재판 전 심사 서비스에 의한 석방
1320.10. (a) 재판 전 심사 서비스는 체포인의
구금 상태와 관련한 사실 및 상황에 대한 인정
심문 심리를 실시하며 사법 당국,피체포인,
피해자 및 검찰 또는 변호사가 제공하는 사용
가능한 모든 관련 정보를 참작한다.
(b) 재판 전 심사 서비스에서는 본 절 및
1320.9절에 따라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여 해당
체포인이 공공 안전에 해를 끼치거나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위험이 낮다고 평가되면, 인정 심문
이전에 법원의 검토 없이, 최소한의 비금전적 제한
조건이나 공공 안전과 해당 피체포인의 법정
출두를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조건으로 법정 출두
서약이나 법정 출두 서약 감독을 조건으로 석방할
수 있다. 본 하위절은 1320.8절에 따라 입건되어
석방된 사람이나 하위절 (e)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인정 심문 이전에 석방 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c) 재판 전 심사 서비스에서는 1320.11절에 따라
승인된 지방 법원의 규칙에 명시된 심리 및 석방
기준을 준수하여 중간 위험도의 체포인에게 석방
또는 구금 명령을 내려야 한다. 지방 법원의 규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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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석방된 사람은 법원의 검토 없이 최소한의
비금전적 제한 조건 또는 공공 안전과 해당 체포인의
법원 출석을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조건에 따라 인정
심문 이전에 법정 출두 서약이나 법정 출두 서약
감독을 조건으로 석방되어야 한다. 본 하위절은
1320.8절에 따라 입건되어 석방된 사람이나 본 절의
하위절 (e)에 따라 인정 심문 이전에 석방 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1320.13절에 따라, 법원은 인정 심문 심리를
실시하여 석방 결정을 내리고 또한 하급 법관이 인정
심문 심리를 실시하여 본 장에 의해 승인되는 석방
결정을 내리도록 승인할 수 있다.
(d) 개인은 본 절에 따라 부과된 비금전적
조건이나 본 절에 따른 일체의 조건들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e) 하위절 (a)와 (b)에도 불구하고, 재판 전 심사
서비스는 다음 사람을 석방하지 않아야 한다:
(1) 1320.9절에 따라 유효한 위험성 평가 기법을
사용하여 재판 전 심리 평가 서비스로 현재 사건을
평가한 결과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자.
(2) 290절 하위절 (d)의 (2)항이나 (3)항에
열거된 범죄로 체포된 자.
(3) 다음 경범죄로 인해 체포된 자:
(A) 273.5절의 위반.
(B) 243절 하위절 (e)의 (1)항의 위반.
(C) 구금된 사람이 보호 대상자를 살해하려거나
해를 가하려는 위협을 하였거나, 그에 대한
폭력에 가담하거나, 당사자의 가택 또는 회사를
침입한 혐의가 있는 경우로 273.6절의 위반.
(D) 646.9절의 위반.
(4) 체포 사유인 범죄 사실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사람에 대한 물리적 폭력, 그러한 폭력에 대한
위협이나 중대한 신체 상해 가능성에 대한 위협을
가한 경우의 중범죄가 포함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무기나 화기를
사용하였거나 중대한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중범죄가 포함되었다는 혐의가 제기되는 경우.
(5) 음주나 약물 복용 후 운전한 이유로 최근 10년
이내에 세 번째로 체포되었거나, 음주 운전 또는
약물 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0.20
이상의 혈중 알콜 농도에서 음주 운전을 한 자.
(6) 최근 5년 이내에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체포된 자.
(7) 최근 12개월 이내에 미출두를 사유로 3회
이상 사전 영장이 발부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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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체포 당시 경범죄나 중범죄로 재판이나
선고가 계류 중인 자.
(9) 체포 당시 비공식 보호관찰 또는 법원 감독 외에
모든 형태의 유죄 판결 후 감독을 받고 있는 자.
(10) 현행 범죄의 목격자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협박, 설득 또는 위협한 자.
(11) 최근 5년 이내에 재판 전 석방 조건을 위반한
적이 있는 자.
(12) 최근 5년 이내에 1192.7절 하위절 (c)에
정의된 심각한 중범죄 또는 제667.5절 하위절 (c)
에 정의된 폭력적인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13) 1192.7절의 하위절 (c)에 정의된 중범죄
또는 667.5절의 하위절 (c)에 정의된 "폭력적
중범죄" 를 이유로 영장 발급으로 또는 영장
발급없이 체포된 자.
(f) 하위절 (b)나 (c)에 따른 체포인의 구금 상태와
석방 관련 심리는 불필요한 지연없이 체포인을
입건한 이후 24시간 이내에 수행되야 한다 24시간의
기간은 합당한 원인이 있는 경우 연장될 수 있으나
그 연장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g) 해당하는 사람은 적어도 다음 사항을 모두
포함한 석방 동의서에 서명할 때까지 하위절
(b) 또는 (c)에 따라 자진 출두 조건으로 석방될
수 없다:
(1) 법원의 명령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출두하겠다는 서약.
(2) 법원의 허가 없이 해당 주를 벗어나지
않겠다는 서약.
(3) 요구되는 바에 따라 해당 사람이 출두하지
않고 California 주 외부에서 체포되는 경우 범인
인도를 포기하겠다는 동의.
(4) 이러한 석방 조건 위반 시의 결과와 적용되는
처벌에 대한 정보를 고지 받았다는 인정.
(5) 모든 법 및 법원의 명령을 준수하겠다는 동의.
(h) 본 절에 따라 석방되지 않은 사람은 1320.13
절에 따라 법원이 인정 심문 전 심리를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정 심문 때까지 구금되어야 한다.
5조. 재판 전 심리 평가 서비스 또는 법원의 인정
심문 심리
1320.11 (a) 상급 법원은 재판 전 심사 서비스와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하여, 1320.25절의
하위절(a)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사법위원회가
채택한 California 법원 규칙과 일치하는 지방 법원
규칙을 채택하며, 여기에는 중위험으로 평가되고
법원 출두 서약 또는 법원 출두 서약 감독을 조건으로
인정 심문 전 석방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한 심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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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표준이 명시되어야 한다. 지방 법원 규칙에서는
중위험 피고의 석방이나 구금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고,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고 피고의 절차법상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재판 전
석방이나 구금 시스템을 지원해야 한다. 지방 법원
규칙은 규칙에 명시된 석방이나 구금에 대한 기준과
일관되도록 중위험으로 평가된 피고에 대한 법원
출두 서약이나 법원 출두 서약 감독을 조건으로 한
구금이나 석방을 명령할 권한을 재판 전 심사
서비스로에게 제공해야 한다. 지방 법원 규칙은
중위험으로 평가된 사람의 인정 심문 전 석방이
허용되는 않는 범죄 및 요인에 대한 목록을 추가로
확대할 수 있지만 심리 전 평가 서비스가 모든 중위험
피고에 대해 석방을 제외하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는다. 지방 법원 규칙의 권한은 1320.10절의
하위절 (c)에 따른 결정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매년
상급 법원은 판결이 공공 안전에 대한 영향, 피고가
적법한 절차를 밟을 권리와 전년도의 규칙 적용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b) California 법원 규칙의 규칙 10.613 하위절
(d)에 따라 법원은 사법위원회가 승인한
양식으로 본 절에 따라 채택된 규칙과 개정안의
전자 사본을 사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320.13 (a) 법원은 California 법원 규칙의 규칙
10.703에 정의된 바에 따라 인정 심문 전 심리를
실시하여 석방 결정을 내리고, 또한 하급 법관이
인정 심문 전 심리를 실시하여 본 장에 의해
승인되는 석방 결정을 내리도록 승인할 수 있다.
(b) 본 절에 의해 허용되는 인정 심문 전 심리 및
석방에 대한 법원의 권한은 다음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1) 고위험으로 평가된 자.
(2) 1192.7절의 하위절 (c)에 정의된 중범죄 또는
667.5절의 하위절 (c)에 정의된 바에 따른
폭력직인 중범죄로 기소된 자.
(3) 체포 당시 중범죄로 재판 또는 선고가 계류
중이었던 자.
(c) 인정 심문 전 석방 또는 구금에 관한 결정 및
석방 조건에 대한 명령을 내리는 경우,
1320.9절에 따라 획득하는 정보 및 석방 조건에
대한 모든 권고 사항 및 선택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며 재판 전 심사 서비스의 권고와 평가가
중시되어야 한다
(d) 법원은 사법 당국, 피체포인, 피해자 및 검사
또는 변호사가 제공하는 모든 관련 정보를 고려한 후
공판 전 석방 또는 구금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e) (1) 인정 심문 전 석방에 적합한 것으로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체포된 자는 최소한의 비금전적
상정된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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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조건이나 공공 안전과 요구에 따른 해당
피체포인의 법원 출석을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조건에 따라 법정 출두 서약 또는 법정 출두 서약
감독을 조건으로 석방되어야 한다.
(2) 본 호에 따라 부과된 비금전적 조건이나 공공
안전 보장 및 법원 출석 조건에 따른 개인의 비용
부담 의무는 없다.
(f) 법정 출두 서약 조건으로 석방된 자는 최소한
다음 모두를 포함하는 석방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1) 법원의 명령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출두하겠다는 서약.
(2) 법원의 허가 없이 해당 주를 벗어나지
않겠다는 서약.
(3) 요구되는 바에 따라 해당인이 출두하지 않고
California 주 외부에서 체포되는 경우 범인
인도를 포기하겠다는 동의.
(4) 이러한 석방 조건 위반 시의 결과와 적용되는
처벌에 대한 정보를 고지 받았다는 인정.
(5) 모든 법 및 법원의 명령을 준수하겠다는 동의.
(g) 석방 조건에 관한 내용은 사법 위원회가
설정하고 California 법정 규칙에 명시된다.
(h) 공판 전 감독에 따르는 조건 또는 조건들이
공공안전 및 요구에 따른 해당인의 법정 출두를
합리적으로 보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법원은 인정 심문이 계류 중인 자의 석방을
거부할 수 있다.
(i)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판 전 감독 조건 또는
공공안전 및 법정출두 조건이 모든 기타인 및
지역 사회의 공공 안전을 합리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고 간주된다:
(1) 체포 사유인 범죄 사실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사람에 대한 물리적 폭력, 그러한 폭력에 대한
위협이나 중대한 신체 상해 가능성이 있는 위협을 가한
경우,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무기나
화기를 사용하였을 경우, 또는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입혔을 경우.
(2) 체포 당시 해당인이 비공식 보호관찰 또는
법원 감독 외에 모든 형태의 유죄 판결 후 감독을
받고 있는 상태였을 경우.
(3) 체포된 자가 해당 범죄의 목격자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협박, 설득 또는 위협한 경우.
(4) 당사자가 현재 공판 전 석방되었으며 석방
조건을 위반한 경우.
1320.14.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
시간이나 상황적인 제약으로 24시간 이내에
통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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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자체 동의나 체포된 자, 기소 또는 심리
전 평가 서비스의 일방적 요청으로 24시간의
통지를 제공하고 석방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6조. 인정 심문 시 석방이나 구금의 결정
1320.15. 피고의 인정 심문 시작 시 또는 이전에
심리 전 평가 서비스는 피고가 1320.8절에 따라
석방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참작할 수 있도록
다음의 모든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a) 위험성 점수 또는 위험성 수준 등 검증된 위험성
평가 기법을 사용하여 얻은 위험성 평가 결과.
(b) 최근 3년 이내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이력
등 당사자가 구속된 범죄 혐의와 전과.
(c) 피고가 공공 안전에 미칠 위험성이나 필요한
경우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위험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보충 정보.
(d) 석방된 피고에 부과된 석방 조건과 관련하여
법원에 대한 권고 사항. 석방 조건에 관한 내용은
사법 위원회가 설정하고 California 법원 규칙에
명시한다.
1320.16. (a) 피고가 체포된 범죄의 피해자에게는
검찰 측이 인정 심문을 통지하고 요청되는 경우
피고의 구금 상태가 결정되는 다른 모든 심리에
대해서도 통지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는 피고의 구금 상태 문제에 대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 받는다.
(b) 검찰은 피고의 구금 상태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c)피해자가 인정 심문에 출두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 검찰은 피고의 구금 상태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을 법원 및 변호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d) 피해자의 출두 여부와 피해자가 제공한
의견이 기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e) 둘 중 하나의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법원은
인정 심문에서 피고의 석방 조건을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다.
1320.17. 인정 심문에서 검찰이 1320.18절에
따라
예방적
구금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를제외하고 법원은 최소한의 비금전적
행동제한 조건이나 공공 안전과 피고의 법원
출석을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조건에 따라 법정
출두 서약이나 법정 출두 서약 감독을 조건으로
피고의 석방을 명령해야 한다.
1320.18. (a) 피고의 인정 심문이나 형사 소송
절차 중 언제라도 검찰 측은 다음 상황에 따라
공판이 계류 중인 피고의 구금을 신청할 수 있다:

상정된 법안 내용

(1) 체포 사유인 범죄 사실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사람에 대한 물리적 폭력, 그러한 폭력에 대한
위협이나 중대한 신체 상해 가능성에 대한 위협을 가한
경우,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무기나
화기를 사용하였을 경우, 또는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입혔을 경우.
(2) 체포 당시 해당인이 비공식 보호관찰 또는
법원 감독 외에 모든 형태의 유죄 판결 후 감독을
받고 있는 상태였을 경우.
(3) 체포 당시 피고가 중범죄로 공판 또는 선고가
계류 중이었을 경우.
(4) 피고가 현행 범죄의 목격자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협박, 설득 또는 위협한 경우.
(5) 공판 전 감독의 비금전적 조건이나 공공안전
및 법정출두 조건 일체가 공공이나 피해자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거나, 피고가 법정
출두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b) 법원은 1320.19절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예방적 구금 심리를 개최해야 한다.
(c) 예방적 구금 심리 신청 이후, 법원은 예방적
구금 심리에 계류 중인 피고의 석방이나 구금과
관련한 결정을 해야한다. 예방적 구금 심리에
계류 중인 석방 또는 구금 결정 및 석방 조건 명령
시, 법원은 석방 조건에 대한 권고 사항 등 재판 전
심사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고려하고, 동
서비스의 권고 사항 및 평가를 중시해야한다.
(d) 재판 전 감독의 비금전적 조건이나 공공안전
및 법정 출두 조건이 피고의 예방적 구금 심리
출두를 합리적으로 보장하지 않거나 예방적 구금
심리 이전에 공공의 안전을 합리적으로 보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예방적 구금 심리가 진행 중인 피고를
구금하고 구금 사유를 기록에 남겨야 한다.
(e) (1) 법원이 피고를 구금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를 자진 법원
출두 서약 또는 감독 하의 출두 서약으로
석방하고, 필요에 따라 피고의 법정 출석과 공공
안전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구속력이 있는 비금전적 조건 또는 사전 공개
조건 일체를 부과해야 한다.
(2) 본 호에 따라 부과된 비금전적 조건이나 공공
안전 보장 및 법원 출석 조건에 따른 개인의 비용
부담 의무는 없다.
7조. 예방적 구금 심리
1320.19. (a) 피고가 구금 상태로 수감되는 경우,
예방적 구금이 신청된 날로부터 3법정일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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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구금 심리가 개최되어야 한다. 피고가
구금 상태에서 수감되지 않는 경우, 하위절 (c)에
따라 발급된 영장에 의해 피고가 구금된 날로부터
3법정일 이전에 예방적 구금 심리가 개최되어야
한다. 예방적 구금 심리 요청 시점에 피고가 구금
상태가 아니고 법원이 심리 요청과 관련한 영장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예방적 구금 심리는 심리
요청일로부터 5법정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변호인의 조건과 법원의 동의에 따라 예방적 구금
심리는 인정 심문과 동시에 또는 인정 심문 후 3일
이내에 진행될 수 있다.
(b)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 변호인 또는
검찰은 예방적 구금 심리를 지속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지속 요청이 허가되는 경우, 지속되는
기간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일로 부터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c) 피고가 예방적 구금 심리를 지속할 권리를
개인적으로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청회는
1회 개최되고 완료되어야 한다. 예방적 구금
심리가 요청된 시점에 피고가 구금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예방적 구금 신청과 관련하여
영장을 신청할 때 피고를예방적 구금 심리가 끝날
때까지 구금할 것을 요구하는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d) 피고는 심리 시 변호인에 의해 변호 받을
권리가 있다. 재정적으로 변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피고는 임명된 변호사를 수임할 권리가
있다. 피고는 예방적 구금 심리 시 심리를 청취할
권리가 있다.
(e) 범죄 피해자는 요청 시 예방적 구금 심리의
진행에 관해 통지를 받는다. 피해자는 요청 시
피고의구금 상태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 받는다.
(f) 검찰은 피고의구금 상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피해자가 예방적 구금 심리에
출두할 수 없거나 출두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검찰은 피고의 구금 상태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을
법원 및 변호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g) 피해자의 출두 여부와 피해자가 제공한
의견은 기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1320.20. (a) 법원이 다음 중 하나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이유를 확인한 경우, 사전 심리
감독의 조건이나 조건의 조합이 공공의 안전을
합리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
(1) 현재 범죄가 667.5절 하위절 (c)에 의해
정의된 폭력적 중범죄이거나, 사람에 대한 폭력,
위협 폭력, 심각한 신체 상해 가능성이 있는
상정된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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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 또는 피고가 범죄를 저지르는 데 치명적인
무기나
총기로
개인적으로
무장했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했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큰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
(2) 피고가 일반인 또는 피해자의 안전과 다음 중
하나에 대해 "고위험"으로 평가된 경우:
(A) 피고는 지난 5년 이내에 1192.7절 하위절 (c)
에 정의된 심각한 중범죄 또는 667.5절 하위절 (c)
에 정의된 폭력적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B) 피고는 하위절 (a) (1)항에 설명된 범죄에 대해
선고가 계류 중인 동안 현행 범죄를 저질렀다.
(C) 피고가 현재 범죄의 목격자 또는 피해자에
보복할 것이라 협박, 설득 또는 위협했다.
(D) 체포 당시 피고는 비공식 보호관찰 또는 법원
감독 외에 모든 형태의 유죄 판결 후 감독을 받았다.
(b) 검찰은 사전 구속영장 심리에서 기소가 없는
경우 또는 예심 또는 예심 포기에 따라 피고인이
답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피고는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c)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이 있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증거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의 진술,
심리에 제시된 증거 등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범죄
또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수 있는 개연성있는
사유 판단 등을 포함하여 예방적 구금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법원은 본 절에 따라 판결 시
신뢰할 수 있는 전언을 고려할 수 있다. 피고는
심리 시 증언할 권리가 있다.
(d) (1) 구금 심리에서 법원은 미국 헌법과
California 헌법에 따라 구금이 허용되는 경우에
한해 피고인의 재판 또는 기타 심리에 대한
예방적 구금을 명령할 수 있으며, 법원은
비금전적 조건이나 사전 심리 조건의 조합이 공공
안전이나 요구에 의한 피고의 법정 출석을
합리적으로 보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판단한다. 법원은 예방적
구금을 명령한 이유를 기록에 명시하여야 한다.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
후 2 법정일 이내에 심리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3) 어느 한쪽 당사자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항소 법원은 신속히 해당
영장을 고려해야 한다.
(e) (1) 법원이 피고를 구금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법원은 피고를 서약 또는
감독 하에 석방하고, 필요에 따라 피고의 법정
출석과 공공 안전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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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구속력이 있는 비금전적 조건 또는 사전
공개 조건의 조합을 부과해야 한다.
(2) 본 하위절에 따라 부과된 비금전적 조건 또는
조건의 조합에 대해 개인이 지불할 필요는 없다.
(f) 당사자를 구금해야 하는지 여부 또는 재판 전
석방이라는 최소한의 제한적 비금전적 조건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법원은 관련 정보를
고려할 수 있다. California 법원 규칙에 명시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한없이 포함하여 고려할 수 있다:
(1) 기소된 범죄의 성격과 상황.
(2) 법원이 배제하려는 증거능력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 피고인에 대한 증거의
가중치.
(3) 피고의 과거 행적, 가족 및 공동체 관계, 범죄
경력, 법정 소송에서의 출두와 관련된 기록.
(4) 현행 범죄 또는 체포 당시 피고가 보호관찰,
가석방 또는 연방법 또는 다른 주법에 따른
범죄에 대한 재판, 선고, 항소 또는 형기의 완결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다른 형태의 감독 석방
상태이었는지 여부.
(5) 해당되는 경우, 피고의 석방이 타인이나
공동체의 안전에 미칠 위험의 성격과 심각성.
(6) 재판 전 심사 서비스가 타당한 위험 평가
과정을 통해 제시한 권장 내용.
(7) 구금이 피고의 가족 책임과 지역사회 유대,
취업, 교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
(8) 향후 감독 계획.
(g) 법원은 사전 구속영장 심리에 따라 피고인이
구속에서 풀려날 경우 피고인의 석방을 허가하는
서류에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모두 피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석방을 위해 피고에 해당하는 모든 조건은
피고의 행위에 대한 지침이 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2) 석방 조건 위반에 대한 처벌 및 그 밖의
결과에는 피고의 즉각적인 체포 또는 체포 영장
발부가 포함될 수 있다.
1320.21. (a) 새롭게 발견된 증거, 사실 또는
중대한 상황의 변화가 보이면, 검찰이나
변호인단은 재판 전 언제든지 예방적 구금 심리
또는 새로운 심리를 위한 재개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자체 발의에 따라 새로 발견된 증거, 사실
또는 재판 전 심사 서비스에 의해 재판부에
제기한 중대한 상황 변화에 근거하여 예방적 구금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상정된 법안 내용

(b) 최초 예방적 구금 심리 후, 심리와 관련된
모든 신청 시에는 예방적 구금 심리 당시 알려지지
않은 증거 또는 다시 열렸거나 새로운 예방적 구금
심리를 정당하게 보장할 수 있는 정황이나 중대한
상황 변화를 명시해야 하며, 요구에 따라서 공공
안전과 피고인의법정 복귀가 합리적으로
보장되는 석방 조건이 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c) 범죄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범죄
피해자는 예방적 구금 심리 재개의 진행에 관해
통지를 받는다. 피해자는 요청 시 피고의구금
상태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 받는다.
(d)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방적 구금
심리의 재개 또는 새로운 심리 청구를 허가할 수 있다.
(e) 피고의 구금 상태에 관한 법원의 결정은 본
장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320.22. 법원은 피고가 법원이 부여한 석방
조건을 위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방적인
신청에 의해 피고의 체포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피고가 체포되면 본 장에 따라 피고의 구금
상태를 검토해야 한다.
1320.23. (a) 법원이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사전 또는 사후 감독 조건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법원은 영장에
피고가 구속되는 시점에 피고가 기소 및 석방되어야
하는지, 초기 검토를 위해 구금되어야 하는지, 기소
보류 중이거나, 감독 위반에 대한 심리가 있을
때까지 구금되어야 하는지 명시할 수 있다.
(b) 검찰, 사법 당국 또는 감독 기관이 기록 및 석방
이외의 피고인의 구금 상황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법원에 더 높은 수준의 감독 또는
구금을 정당화하는 요소를 제출해야 한다.
(c) 법원의 영장 발부 또는 구금 신고는 체포 및
입건 기관과 구금 시설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되,
법원이나 재판 전 심사 서비스과의 후속 결정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표시는 후속 절차에서 당사자의 구금 상태를
결정할 때 재판 전 심사 서비스과 또는 법원이
고려할 수 있는 한 가지 요소이다.
(d) 경범죄로 체포되는 경우, 해당 당사자의 구금
상태의 결정은 1320.8절에 명시된 절차부터
시작해야 한다. 당사자가 중범죄 영장에 의해
체포되는 경우, 해당 당사자의 구금 상태의 결정은
1320.9절에 명시된 절차부터 시작해야 한다.
8조. 사법 위원회의 행정적 책임
1320.24. (a) 사법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모두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California 법원
규칙및 양식을 채택해야 한다:

발의안 25 계속

(1) 일반인과 피해자의 안전, 피고의 정당한
절차권, 피고의 구체적인 특징이나 필요성,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효과적으로
개인들을 감독할 수 있는 지역 자원의 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사전 공개·구금 결정 시 법원의 재판
전 위험 평가 정보의 적절한 활용을 규정한다.
(2) "검증"의 요소를 설명하고, 현지 모집단에
대한 위험 평가 도구의 검증의 필요성과 빈도를
설명하며, 평가 도구의 암묵적 편향성을 식별하고
완화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3) 비금전적 조건이나 사전 감독 조건의 조합이
공공의 안전 또는 필요에 따라 사용자 외모의
확인을 합리적으로 보장하지 못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판 전 심사 서비스과 및
법원의 심사, 석방 및 구금을 승인하는 표준을
포함해야 한다.
(4) 효율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개인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일반인과 피해자의
안전, 피고의 적법한 절차권, 지역 자원의 이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1320.11절에서 인가된 지방
법원 규칙의 매개변수를 규정한다.
(5) 위험 수준 또는 범주의 지정을 포함하여 재판
전 심리 해제 조건의 부과를 규정한다.
(b) 사법 위원회는 각 법원에서 보고해야 할 최소
요구 자료를 확인하고 정의해야 한다. 법원은
일년에 두 번 사법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데이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별 해당
상황의 수를 제한없이 포함한다:
(1) 검증된 위험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해당
개인의 위험 수준을 평가한다.
(2) 다음 사항에 따라 자체 서약 또는 감독 하의
자체 서약에 따라 석방된다:
(A) 1320.10절 하위절 (b).
(B) 1320.10절 하위절 (c).
(C) 위험 수준에 따라 구분된 1320.12절.
(D) 위험 수준에 따라 구분된 1320.13절.
(3) 다음에 따라 구금된다:
(A) 인정 심문, 위험 수준에 따른 세분화.
(B) 구속 전 심리로, 위험 수준에 따라 구분.
(4) 다음 사항에 따라 재판 전에 자체 서약 또는
감독 하 자체 서약에 따라 석방된다:
(A) 출석을 요하는 법정에 미출두
(B) 새로운 범죄에 대한 기소
(5) 예방적 구금 심리에서 석방 또는 구금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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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320.26절 하위절 (a)에 따른 계약에 따라,
법원은 재판 전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적절한 경우 본 절의 데이터를 사법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d) 각 법원은 매년 다음 정보를 사법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1) 법원이 1320.13절에 따라 사전 조율을
실시하는지 여부.
(2) 공소장 및 예방적 구금 심리에서 석방 및
구금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예상 시간.
(3) 재판 전 심사 서비스과에서 사용하는 검증된
위험 평가 도구.
(e) 사법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모두
처리한다:
(1) 가정 폭력, 성범죄 및 기타 폭력 범죄에 대한
평가에 적합한 도구를 포함하여 검증된 재판 전
위험 평가 도구 목록을 작성하고 유지 관리한다.
사법 위원회는 평가 도구 목록을 작성함에 있어
재판 전 심사 서비스과 및 기타 이해 관계자와
협의해야 한다.
(2) 하위절 (b)에 규정된 대로 데이터를
수집한다.
(3) 재판 전 심리 석방 및 구금 결정을 내릴 때
재판 전 위험 평가 정보의 사용과 재판 전 심리
석방 조건의 부과에 대해 법관을 교육한다.
(4) California 보호관찰 최고 책임자와
협의하여, 법원이 재판 전 심사 서비스 제공에
관한 지역 공공 기관과의 계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 2021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과 그 후 이
년마다, 프로그램 시행 활동을 문서화하고
프로그램 산출물 및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보고서를 주지사와 입법부에 제출한다.
초기 보고서는 프로그램 구현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후속 보고서에는 하위절 (b)에 설명된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한다. 본 항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정부법 제9795절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
(6) 상급 법원과 협력하여 공소 시효에 걸리는
시간을 추정하여 공소 시효 결정 시 석방 또는
구금 결정을 내리고, 예방적 구금 심리에
소요되는 예상 시간을 확인한다.
(7) 1320.25절 하위절 (a)에 기술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주제 전문가와 법무관으로 구성된
패널을 소집하고 해당 정보를 법원에 제공한다.
1320.25. (a) 1320.24절 하위절 (e) 7항에
규정한 전문가 및 법무관 패널은 1320.9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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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책임을 수행할 때 재판 전 심사 서비스과에서
사용하는 도구에서 제공한 점수 또는 수준에 따라
"저위험", "중위험" 및 "고위험" 중에서 위험
수준을 지정해야 한다.
(b) 대법원장은 재판 전 심사 위험 평가 기구의
채점에 관한 특정 주제의 전문 지식을 가진 4인과
형법 전문 지식을 갖춘 3인의 재판관을 지명하며,
그 중 한 명은 위원장이 된다. 적어도 전문가 중 1
인은 위험 평가의 채점 외에도 위험 평가 기구의
편향으로 인한 잠재적 영향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320.26. (a) 법원은 재판 전 심사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 해당 서비스는 법원 직원에 의해
수행되거나 법원이 관련 경험이 있는 지방 공인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b) 법원이 지방 공인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하기 전에, 법원은 해당 기관이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이 기능을 수행하는 데 동의하지 않거나 그
기능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c) 상급 법원에서 적격 지역 기관이 재판 전 심사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데 동의하지 않고 법원이
이 기능을 수행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법원은
이 역할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새로운 지역 재판 전 심사 서비스 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d) 법원은 재판 전 심사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관할 구역 내에서 체포 및 구금을 행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지방 공인 기관과 계약할
수 없다.
(e) 재판 전 심사 서비스는 공무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f) 하위절 (h)에도 불구하고, Santa Clara
카운티 상급 법원은 Santa Clara 카운티 내에서
재판 전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Santa
Clara 카운티 재판 전 심사 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해당 사무소는 1320.27절
하위절 (c) 및 1320.28절에 따라 자금을 배정
받을 자격이 있다.
(g) 2019년 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상급 법원
재판장 및 각 카운티의 보호관찰 최고 책임자,
또는 해당 카운티의 Santa Clara 카운티 재판 전
심사 사무소 국장은 본 절에 따라 재판 전 심사
서비스에 대한 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서면을 사법
위원회에 제출한다.
(h) 본 절의 목적에 따라 다음이 성립한다:
(1) "재판 전 심사 서비스"는 본 장에 따라 석방된
사람에 대한 감독을 포함하지 않는다.

상정된 법안 내용

(2) "지방 공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경험이 있는 기관이다.
(A) 위험 기반 결정을 위한 관련 전문 지식.
(B) 1203절에 따른 법원에의 권고.
(C) 지역 사회 내 범죄자 감독.
(D) 치안 담당관 고용.
1320.27. (a) 매년 1월 10일 또는 그 이전에,
재무부는 사법 위원회 및 California 보호관찰
최고 책임자 협회와 협의하여, 본 장에 따라
제공되는 재판 전 심사 서비스를 적절히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 지원 수준을 산정한다. 산정
방식은 재무부가 California 사법 위원회와
협의하여 개발한 방법에 근거하며, 위험 심사를
받는 형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추정 수, 위험
심사 수행과 관련된 직접 및 간접 비용, 그리고
법원 및 재판 전 서비스에 따른 석방 및 구금
결정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합산한다. 또한 비용
산정시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원에
대한 직간접적인 비용도 반영한다. 재무부는
California 헌법 제IV조 제12항에 따른 주지사
예산 제출 시 견적서를 발행하여 입법부에
송부한다.
(b) 입법부에 의해 비용 책정 시, 사법 위원회는
지방법원에 재판 전 심사 서비스과를 위한 기금을
배정한다. 기금은 법원 행정부, 직원 대표단,
California 보호관찰 최고 책임자 협회 등의 주요
이해 관계자와 협의 후 배정한다. 사법 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기금 배정은 주 전역의 재판 전
심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기준 금액과 적절한
기준에 따른 추가 기금을 포함한다. 사법
위원회는 기금 배정을 결정할 때 비용, 급여 규모
및 기타 요인에서의 지역적 편차를 고려한다. 주
내부의 재판 전 서비스에 대한 연간 지원금
배정은 공개 회의에서 사법 위원회가 채택하여
공고한다.
(c) 재판 전 심사 서비스를 위한 모든 기금은 해당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직접 및 간접 비용에
국한되어 지출된다. 1320.26절에 따라 재판 전
심사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지방법원은
계약을 맺은 공공 기관에게 기금 배정을 통해
수령한 모든 기금을 직접 제공한다.
(d) 본 절에 따라 배정을 받는 지역 공공 기관은
이러한 기금을 별도로 회계 처리하며, 매년 본
절의 요건을 포함하여 관련 주법에 따라 기금이
지출되었음을 증명한다.
(e) 본 절에 따라 배정된 기금은 재판 전 심사
서비스를 지원하는 현재의 지방 기금을 보충하며
이를 대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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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28. (a) 매년 1월 10일까지, 재무부는
사법 위원회 및 California 보호관찰 최고 책임자
협회와 협의하여 본 장에 따라 제공되는 재판 전
감독 서비스의 제공을 적절히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수준을 산정한다. 산정 시 감독 대상자의
수와 필요한 감독 수준을 반영한다. 또한 산정 시
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인력에 대한
직간접적인 비용도 반영한다.
재무부는
California 헌법 제IV조 제12항에 따른 주지사
예산안 제출 시 견적서를 발행하여 입법부에
송부한다.
(b) 입법부에 의한 비용 책정 시, 재무부는 지방
보호관찰과에 재판 전 감독 서비스를 위한 기금을
배정한다. 본 하위절의 목적에 따라, Santa
Clara카운티 재판 전 서비스 사무소는 해당
카운티 내에서 자금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기금 배정 시, 재무부는 비용, 급여 규모 및 기타
요인에서의 지역적 편차를 고려하여 배정 결정을
한다. 기금 배정은 주 전역의 재판 전 감독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기준 금액과, 최소한
해당 카운티의 18세에서 50세 사이의 성인 인구
및 지역 체포 비율에 부분적으로 근거한 추가
금액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재무부는 연간 기금
배정 방법을 선정할 때 사법 위원회, California
보호관찰 최고 책임자 협회 및 직원 대표단을
포함한 주요 이해 관계자와 협의한다.
(c) 재판 전 감독 서비스를 위한 모든 기금은 해당
서비스의 제공 관련된 직접 및 간접 비용에
국한되어 지출된다. 재판 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책정된 모든 기금은 재판 전 감독을
지원하는 지역 기관에게 배정된다.
(d) 본 절에 따라 배정을 받는 지역 공공 기관은
이러한 기금을 별도로 회계 처리하며, 매년 본
절의 요건을 포함하여 관련 주법에 따라 기금이
지출되었음을 증명한다.
(e) 지역 공공 기관은 재판 전 심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원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이 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f) 본 절에 따라 배정된 기금은 재판 전 심사
서비스를 지원하는 현재의 지방 기금을 보충하며
이를 대체하지 않는다.
1320.29. 매년 1월 10일까지 재무부는 사법
위원회와 협의하여 본 장에 따른 사법부의
업무량을 적절히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수준을 산정한다. 산정에는 법원이 법원 심리에서
구금 결정을 하는 사건의 수, 예방적 구금 심리의
양, 이러한 결정과 심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평균 시간, 재판 전 심사 서비스 계약과 관련된
행정비용 그리고 본 법안에 따른 사법부의
상정된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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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25 계속

업무량과 관련된 기타 요소를 반영한다. 또한,
산정 시 재판 절차의 분당 평균 직간접 비용을
반영한다. 재무부는 California 헌법 제IV조 제
12항에 따른 주지사 예산안 제출 시 견적서를
발행하여 입법부에 송부한다.
1320.30. (a) 입법부의 자금 책정 시, 주 및
지역사회 교정위원회는 본 절을 제정한 본 법안에
대하여, 특히 인종, 민족, 성별 및 소득 수준 별 본
법안의 영향력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위해 학술
기관, 공공 정책 센터, 또는 기타 연구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다. 본 평가는 2024년 1월 1일까지
주 상원 사무국과 주 하원 서기장에게 제출한다.
(b) 2019~20 회계연도부터, 주정부 자금은,
구금을 제외한 재판 전 감독, 심사, 서비스 또는
기타 재판 전 활동과 관련된 목적을 위해 배정된
지방 기금을 보충하며, 이를 대체하지 아니한다.
1320.31. (a) 입법부는 교도소 수용력의 우선
대상을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판결 선고
이후의 인구로 함을 목적으로 한다.
(b) 입법부는 본 장의 이행이 재판 전 위험 평가
서비스, 재판 전 심사 서비스, 재판 전 감독,
증가된 법원 업무량, 그리고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 전체의 활동들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금이 요구될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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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이를 분명히 한다. 이러한 기금은 가장
최근의 장기 주정부 지출 계획에 반영되어 연간
예산법의 배정에 따른다.
1320.32. 2019년 10월 1일부터, 본 규정 상
"보석"에 대한 모든 언급은 본 장에 명시된
절차를 참조한다.
1320.33. (a)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은 해당 석방 조건에 따라
보석 상태로 남는다.
(b) 2019년 10월 1일 구속 수감 중인 피고인은
1320.8절에 따라 석방 여부를 검토하며,
석방되지 않을 경우 위험도 평가를 받고 본 장에
따라 석방 또는 구금 여부를 검토한다.
1320.34. 본 장은 2019년 10월 1일에 시행된다.
제5절 실무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법
위원회는 California 보호관찰 최고 책임자
협회와 협력하여 훈련을 제공하고, 합동 훈련을
실시하며, 본 법안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타
필요한 역할에 착수하는 데 협력한다.
제6절 주 행정위임 위원회가 본 법안에 주 정부가
위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역
기관과 교육구에 대한 해당 비용 보상은 정부법제2편
제4장 제7부 (제17500절 이하)에 따라 이루어진다.

인구 조사

2020

사전 투표소에서 안전하게 투표하기

한 곳이나 그 이상의 사전 투표소가 2020 년 11월 3 일 실시되는 선거 전 주 토요일을 시작으로 최소 나흘
동안 여러 카운티에 설치됩니다. 투표소에서는 유권자 등록, 대체 투표용지, 이용 가능한 투표기 및 언어
지원이 제공됩니다.

귀하가 다음 세 가지 방법을 따르시면 유권자와 선거 위원이 안전한 투표소를 유지하는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1

2
3

줄 서지 않기.

귀하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우표가 필요 없는 우편으로 안전한 투표용지 투입함에 되갖다
넣거나 투표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는 작성한 투표용지를 제출하는 유권자를
위해 별도의 라인이 마련됩니다.

근처 투표소 또는 투입함 찾기는 여기에서: CAEarlyVoting.sos.ca.gov

사전투표하기.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 선거일 전에 가셔야 물리적 거리두기에 일조할 수 있습니다.
여러 카운티에서는 한 곳이나 그 이상의 투표소를 선거일 전 토요일을 시작으로 최소한
나흘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 절차 따르기.

다음 예방 조치를 따름으로써 투표소에서 귀하의 건강은 물론 다른 유권자와 선거위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안전 점검 목록

투표소에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팔 간격의 거리를 유지합니다.
투표소 입장 전후에 손을 씻습니다.

문이나 기표용구를 만진 후 손 세정제를 사용합니다.

접촉이 잦은 물건을 가급적 만지지 않기 위해서 볼펜을 가져옵니다.

투표하는 동안 안전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보가 더 필요하신가요?
질병관리예방센터 지침 검토:

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election-polling-locations.html

우편투표가 가능한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안전한 물리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카운티
선거사무소에서는 2020 년 10 월 5 일부터 California 유권자에게 우편투표용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우편으로 회송되는 투표용지에는 2020 년 11 월 3 일까지의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하며, 안전한 투표용지
투입함에 되갖다 넣는 투표용지는 2020 년 11 월 3일 오후 8:00 까지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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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투표용지로 안전하게 투표하기

모든 California 유권자는 2020 년 11 월 3 일에 실시되는 선거에 필요한 우편투표 투표용지를 수신하게
됩니다. 귀하의 카운티 선거 사무소에서는 2020 년 10 월 5 일부터 아래 그림과 같은 투표용지를 발송하기
시작합니다.
Franklin County
Elections Department
4321 Franklin Avenue
Franklin, HN 99999-1234

Vote-by-mail
Official ballot
우편투표 공식
투표용지

RETURN SERVICE REQUESTED

OFFICIAL VOTE-BY-MAIL BALLOT MATERIAL

V a l e n t i n a Q. Vo t e r
5678 Seventh Ave, Apt 9863
F r a n k l i n , H N 9 9 9 9 9 –1 2 7 8

우편투표는 안전 하고 간편 합니다.
투표용지에 투표한 다음 아래 내용을 따라해주세요.

투표용지 봉인.

귀하의 카운티 선거사무소에서 보내 온 봉투에 투표용지를 잘 넣으십시오.

봉투 서명.

투표용지 봉투에 한 서명이 CA 운전면허증 및 주 아이디에 한 서명이나, 혹은 등록 당시에 한
서명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카운티 선거사무소에서는 귀하의 투표를 보호하고자 해당
서명들을 비교합니다.

투표용지 회송.

우편 송부—귀하의 투표용지에
2020 년 11 월 3 일까지의 소인이
찍히는지 확인하십시오. 우표
불필요!

투표용지 추적.

또는

직접 제출—2020 년 11 월 3일 오후 8시
까지 안전한 투표용지 투입함, 투표소, 투표
센터 또는 카운티 선거 사무소에 투표용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wheresmyballot.sos.ca.gov 에 등록해서 문자 (SMS), 이메일 또는 음성 통화로
자신의 우편투표 용지에 의한 투표 상황에 대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투표가 가능한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안전한 물리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데에 일조하게 됩니다. 모든
카운티에서 선거일 전에 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서는 유권자 등록, 대체 투표용지, 이용
가능한 투표기 및 언어 지원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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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사
인

전부

CALIFORNIA

내 �투 표 용 지 는

어디에?

상위

California 주 국무 장관은 유권자들에게 우편 투표 용지의 현황에 대한 알림을 추적하고
받을 수있는 새로운 방법을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 투표 용지는 어디에?"
도구를 이용하면 유권자는 투표 용지의 위치와 상태, 모든 단계를 알 수 있습니다.
WheresMyBallot.sos.ca.gov 에 등록하세요.

"내 투표
용지는 어디에?"에 등록하시면 카운티 선거 사무소로나의�유권자
부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안전하게�투표하기
자동 업데이트를 받게됩니다.

C A L I F O R N I A

•• 귀하의 투표용지를 발송할 때
•• 귀하의 투표용지를 받았을 때

등록�상태

•• 귀하의 투표용지를 개표할 때, 또는
•• 귀하의
요 투표용지에 문제가 있을 때

중

WheresMyBallot.sos.ca.gov 에 등록한 유권자는 자동 업데이트를 받기 위해서 다음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총선거�결과

•• 문자(SMS)

공통화
•• 음성
지

2020 투표용지 추적
귀하의
—발송할 때, 회송받았을 때, 표를 셀 때 —
사용하시기에 아주 용이합니다.
인구 조사

BE COUNTED,
CALIFORNIA

WheresMyBallot.sos.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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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fornia 선거

상위 두 후보 공개 예비 선거법에 따르면, 유권자 공천 공직의 모든 후보자는 동일한
투표용지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당파적 공직으로 이미 알려진 유권자 공천 공직으로는
주 입법부 공직, 미 의회 공직, 주 헌법 공직 등이 있습니다.

공개 예비 선거와 총선거에서 유권자는 본인이 유권자 등록 양식에 표시한 선호 정당과
관계없이 어떤 후보자에게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예비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두 후보자는 정당 선호도와 관계없이 총선거에 진출합니다. 한 후보자가 과반수
(적어도 50% +1)를 득표한 경우에도 총선거는 여전히 진행됩니다.
California의 공개 예비 선거 제도는 미국 대통령, 카운티 중앙위원회, 또는 지방직에
출마하는 후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권자 공천 공직의 기명 투표 후보자는 여전히 예비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선거의 기명 투표 후보자는 상위 2인의 최고 득표자가 되었을 때에만
총선거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총선거에서는 독자적 공천 과정이 없습니다.
California 법에 따라 다음 정보가 이 안내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당 공천/당파적 공직

정당은 예비선거에서 정당 공천/당파적 공직의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명할 수 있습니다.
공천을 받은 후보는 총선거에서 특정 공직의 공식 후보자로서 해당 정당을 대표하며
사
투표용지는
공식적으로
임명 됐음을 반영합니다. 예비선거에서의 각 정당 최상위
구�조
인
득표자가 총선거에 진출합니다. 또한, 정당들은 예비 선거에서 카운티 중앙위원회의
CALIFORNIA
공직자를 선출합니다.

상위

전부

표 용 지지
지 는 의사를 밝힌 정당의 예비 선거에서만 투표할
유권자는 유권자로 등록할내
때� 투
자신이
어디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은 정당
지지 의사의 공개를 거절한 사람이 그 정당의 예비
선거에서 투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투표하기
C A L I F O R N I A

중

요

미국 대통령 후보자 성명서는
voterguide.sos.ca.gov 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선거�결과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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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유권자
등록�상태

인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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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FORNIA 주의 선거

계속

유권자 공천 공직

정당은 예비선거에서 유권자 공천 공직의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명할 수 없습니다.
예비선거에서 유권자 공천 공직에 지명된 후보자는 유권자의 피지명인이 되는 것이지,
총선거에서 정당의 공식 피지명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권자 공천 공직에 지명될
후보자는 자신이 자격을 충족하는 선호 정당을 기재하거나, 자격을 충족하는 선호
정당이 없음을 투표 용지에 기재해야 하며, 이때 선호 정당 지정은 후보에 의해서만
선정되고 유권자 정보를 위해서만 표시됩니다. 이는 지정된 정당이 그 후보를 지명
또는 지지한다거나 정당과 후보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해 유권자가 지명한 후보가 어떤 정당이든 해당 정당의 공식 피지명
후보로 간주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당은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그 정당의 공식
지지를 받은 유권자 공천 공직 후보자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가 유권자 공천 공직에 투표하는 데 요구되는 다른 자격을 갖춘 경우, 유권자는
유권자 공천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예비선거에서 가장
많은 투표 수를 득표한 상위 2명이 동일한 선호 정당을 지정했더라도 두 후보자 모두
해당 유권자 공천 공직을 위해 총선거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예비선거 최고
득표자 2인 중 한 명이 아니면, 어느 정당도 선호 정당을 지정한 후보자를 총선거에
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

초당파적 공직

정당은 예비선거에서 초당파적 공직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으며, 예비선거의 후보자는
총선거에서 그 특정 공직을 위해 정당의 공식 피지명인이 될 수 없습니다. 초당파적 공직
지명을 위한 후보자는 투표 용지에 자신의 선호 정당을 기재하거나 선호 정당이 없음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예비선거에서 가장 많은 투표수를 득표한 상위 2명은 초당파적
공직을 위해 총선거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주 전역 후보자와 투표 법안에 대한 상위 기부자

어떤 위원회 (후보자나 투표 법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돈을
받거나 지급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투표 법안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며 최소한 1백만 달러를
구�조사 Commission (FPPC)
모금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는 California Fair Political Practices
인
에 상위 기부자 10 인을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는 상위
CALIFORNIA
기부자 10인의 목록을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전부

내 �투 표 용 지 는

해당 목록은 FPPC 웹사이트
어디에?
http://www.fppc.ca.gov/transparency/top-contributors.html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투표하기

상위

나의�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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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등록

이미 유권자 등록을 마치셨다면 재등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성함, 집 주소, 우편 주소를 변경하셨거나
정당을 변경 또는 선택하고자 하시면 재등록하셔야 합니다.
유권자 등록은 registertovote.ca.gov 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실 수 있으며, 국무장관의 무료 유권자 핫라인
(866) 575-1558으로 전화하시면 우편으로 등록 양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양식은 대부분의 우체국, 도서관, 시 및 카운티 관공서, 카운티 선거 사무소, California 주 국무장관실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부 유권자 등록

선거일 14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 귀하의 카운티 선거 사무소, 투표 센터 또는 투표소에 가셔서 조건부 투표 등록을 하고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 상세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sos.ca.gov/elections/voter-registration/same-day-reg/를
방문하십시오.

유권자 등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내

Safe at Home 비밀보호 유권자 등록 프로그램: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한 특정 유권자 (예를 들어 가정
폭력, 스토킹, 성폭력, 인신매매, 노인 및 성인 부양가족 대상 학대의 피해자 및 생존자)는 Safe at Home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구성원인 경우 비밀보호 유권자 신분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 상세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국무장관의 Safe at Home 프로그램 무료 전화 (877) 322-5227로 문의하시거나 sos.ca.gov/registries/safehome/을 방문하십시오.

유권자 개인정보 보호: 유권자 등록 진술서에 기재된 정보는 선거 관리 공무원이 귀하께 투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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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 번호 또는 서명은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 공개되지 않습니다. 유권자 정보의 사용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해당 정보의 오용이 의심되어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 국무장관의 유권자 핫라인 (866) 575-1558으로 전화하십시오.

16세에 사전 등록하십시오. 18세에 투표하십시오.

자격이 되는 만 16세 및 만 17세는 registertovote.ca.gov 에서 온라인으로, 혹은 종이로 된 유권자 등록 양식으로
사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 등록을 한 California 주 청소년은 만 18세가 되면 등록이 활성화됩니다.
아래의 간편한 4 단계를 통해 사전 등록을 하십시오:

1. registertovote.ca.gov 를 방문하십시오.
2. “유권자 사전 등록하기 (Pre-register to Vote)”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3. 만 18살 생일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4. 선거일에 투표하십시오!

사전 등록이란 무엇입니까?

만 16세 또는 만 17세이면서 기타 모든 유권자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면, registertovote.ca.gov 에서 유권자 사전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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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전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만 18살 생일에 자동으로 유권자 등록이 됩니다.

우편투표 방법

누가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까?

모든 등록 유권자는 2020년 11월 3일에 실시하는 총선거를 위해서 우편투표 투표용지를 수신하게 됩니다.
카운티 선거 사무소는 2020년 10월 5일부터 유권자에게 우편투표 투표용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우편투표
투표용지를 받지 못하거나 교체 요청이 필요한 경우 해당 카운티 선거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운티
선거 사무소 연락처 정보는 sos.ca.gov/elections/voting-resources/county-elections-office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투표 투표용지를 반송하는 방법

우편투표 투표용지에 선택 사항을 표시한 후, 해당 카운티 선거 사무소가 제공한 공식 봉투에 투표용지를 넣고
봉인하십시오. 지침에 따라 봉투에 서명하십시오. 투표용지를 반송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투표 용지를 마감일까지 반드시 도착하게 하려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반송하십시오.

우편으로 반송 - 반드시 11월 3일 이전 또는 당일 날짜의 우체국 소인이 찍혀야 하며, 귀하의 카운티
선거 사무소에 반드시 11월 20일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우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위

직접 방문 – 투표가 11월 3일 오후 8시에 마감되기 전에 California 주의 카운티 선거 사무소 또는
투표 센터, 투표소나 투표용지 투입 장소에 투표용지를 반환해야 합니다.

주법은 유권자가 선택한 사람 누구든 우편투표 투표용지를 반송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는 자유를

내 �투 표 용
지는
유권자에게
부여합니다. 하지만 귀하가 작성한 투표용지는 오직 귀하가 신뢰하는 사람이 반환하도록 서명할

어디에?
것을 권고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카운티 선거 사무소가 제공한 반송 봉투를 봉인하지 않고 뒷면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우편투표 투표용지를 절대로 건네주지 마십시오.

하기

N I A

우편투표 투표용지와 봉투를 받더라도 여전히 귀하는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본인이 직접 투표할 수
있습니다. 우편투표 투표용지를 투표소에 가지고 가서 투표소 직원에게 건네주고 투표소 투표용지로 교환하면
됩니다. 우편투표 투표용지와 봉투가 없는 경우 잠정적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투표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방식으로 귀하가 아직 투표하지 않았음을 보장합니다.

나의�유권자

모든 카운티에서
원격 접근 가능 우편투표(RAVBM)라고 하는 가능한 옵션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격 접근
등록�상태
가능 우편투표(RAVBM) 시스템으로 장애인 유권자는 투표 용지를 집에서 받을 수 있고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투표용지를 반송하기 전에 독립적으로 그리고 사적으로 투표용지에 표기할 수 있습니다. 더욱 상세한 정보는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총선거�결과

인구 조사

2020
BE COUNTED,
CALIFORNIA

2020년 11월 3일 오후 8시에 투표가 마감된 후 총선거 결과를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California 주 국무장관의 선거 결과 웹사이트
electionresults.sos.ca.gov를 방문하십시오.

선거 결과 웹사이트는 카운티가 주 국무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는 대로
선거일 밤, 매 5분마다 업데이트됩니다.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은 오후 8시 선거 마감 후 반공식 선거 결과를
국무장관 웹 사이트로 내보낸 후 선거일 투표 결과가 모두 산출될 때까지 최소 2시간마다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2020년 11월 5일부터 12월 3일까지 선거 결과 웹사이트는 매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며, 각 카운티는 나머지
투표 용지를 계산합니다.
선거의 공식 결과는 2020년 12월 11일까지 sos.ca.gov/elections/에 게시됩니다.

93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지원

California 주는 모든 유권자가 사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유권자에게 귀하의 카운티가 제공하는 지원 사항에 관한 더욱 상세한 정보는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를 확인하거나 귀하의 카운티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카운티 연락처
정보는 sos.ca.gov/elections/voting-resources/county-elections-office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또는 투표 센터에서 투표하기

투표용지에 표기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드릴 분을 두 명까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의 고용주나 그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
•• 귀하의 노조 대표나 그 노조 대표를 위해 일하는 사람

도로변 투표 방식은 귀하가 투표 구역에 최대한 가까이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귀하가
실제로 차도 가에 있거나 차 안에 있어도 선거 관리 공무원들이 귀하가 서명하실 명단,
투표용지 및 기타 필요한 모든 투표 자료를 가져다 드립니다. 귀하의 카운티 선거 사무소에
연락하셔서 해당 투표소나 투표 센터에서 도로변 투표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십시오.
모든 투표소 및 투표 센터는 장애인 유권자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접근 가능한 투표
기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집에서 투표하기

원격 접근 가능 우편 투표 (RAVBM) 시스템은 장애인 유권자가 투표 용지를 집에서 받아
독립적이고 또한 개인적으로 표기한 후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보낼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더욱 상세한 정보는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디오 및 큰 활자로 된 유권자 정보 안내

이 안내서는 오디오 및 큰 활자 버전으로 제공됩니다. 본 안내서는 영어, 중국어, 힌디어,
일본어, 크메르어, 한국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베트남어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 방법:
주무장관의 유권자 무료 핫라인 (866) 575-1558으로 문의하십시오.

voterguide.sos.ca.gov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MP3 녹음버전을 voterguide.sos.ca.gov/audio/ko 에서 다운로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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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일자를 기억하세요!
꼭 투표하세요!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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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티에서는 우편투표 투표용지를
발송하기 시작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투표 등록 마감일. 15일 간의 유권자
등록일 마감 후에는 "조건부로"
등록하시고 귀하의 카운티 선거
사무소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 3일
선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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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California voters will receive a vote-by-mail ballot for the
November 3, 2020, election. Learn more inside.
English: (800) 345-VOTE (8683)
TTY/TDD: (800) 833-8683
Todos los votantes de California recibirán una boleta electoral
de voto por correo para la elección del 3 de noviembre de
2020. Para preguntas o asistencia al votante, llame al número
a continuación.
Español /Spanish: (800) 232-VOTA (8682)

California
3
2020

/Khmer:(888)
(888)345-4917
345-4917
/Khmer:

ꑝ麕b
선거를 낹뼑b
위한
모든 롍ꍡ붡鱽껹b
캘리포니아 냕靁녅鱉
유권자는 2020년 11월 3일 阥ꌱb
끥뵭b
우편 믡븑덵b
투표지 ꗐ陁b鷞
받게 됩 鱽鲙b
니다. ꓭ넍
문의 ꩡ뼢b
사항 鿅鱉b
또는 냕靁녅b
유권자 덵낅냹b
지원을
원하시면, 아 래 전화번호로 연락해주십시오.

/Korean: (866) 575-1558

所有加州選民將收到用於 2020 年 11 月 3 日選舉的郵
寄投票選票。如有疑問或需要提供選民協助，請致電
下列號碼。
中文/Chinese: (800) 339-2857

Tatanggap ang lahat ng botante ng California ng balota para
sa pagboto sa pamamagitan ng koreo para sa halalan sa
Nobyembre 3, 2020. Para sa mga katanungan o tulong sa
botante, mangyaring tawagan ang numero sa ibaba.
Tagalog: (800) 339-2957
=
3

/Hindi: (888) 345-2692

2020

/Thai: (855) 345-3933

すべてのカリフォルニア州有権者には 2020 年 11 月 3 日選挙の
郵便投票用紙が送られます。お問 い合わせまたは有権者の支
援に関しては、以下 の番号までお電話ください。

/Japanese: (800) 339-2865

/Vietnamese: (800) 339-8163
OSP 20 150162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