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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교실에서 곰팡이, 석면 및 기타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학교 식수에서 납 성분을 
제거합니다.
(d)  노후된 공립 학교 건물을 수리하고 
교체합니다.
(e)  학생 건강 관리 및 정신 건강 서비스 이용 
기회를 늘리기 위해 양호교사 및 상담사를 
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f)  퇴직한 퇴역 군인 등을 위해 직업, 진로, 
직무 교육 시설을 현대화합니다.
(g)  납세자 세금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독립된 감사 및 공청회를 요청합니다.
(h)  행정비를 5퍼센트로 제한합니다.
101204.  본 파트에 따라 할당된 기금의 5
퍼센트를 넘지 않는 금액이 이 법률에서 
승인한 프로그램의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챕터 2.  프리스쿨-12학년
제1조.  프리스쿨-12학년 학교 시설 

프로그램 조항
101210.  섹션 101230에 따라 발행된 
모든 상환채의 수익금을 제외하고, 해당 
챕터에 따라 발행 및 판매된 채권의 수익금은 
섹션 17070.415에 따른 주정부 재무부에 
구축된 2020 주 학교 시설 기금(State 
School Facilities Fund)에 예치되고 해당 
챕터에 따라 주 할당 위원회(State 
Allocation Board)가 할당합니다.
101211.  이 챕터의 목적을 위해 2020 주 
학교 시설 기금에 예치된 모든 금액은 Leroy 
F. Greene School Facilities Act of 1998 
(타이틀 1, 디비전 1, 파트 10 챕터 12.5 
(섹션 17070.10에서 시작))에 따라 학군, 
카운티 교육감, 주 카운티 교육 위원회를 
지원하고, 모든 입법부 법률에 따라 2020 주 
학교 시설 기금에 해당 법에 의한 이자와 
함께 선금 또는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하고, 정부법 섹션 16724.5에 
따라 일반 보증채 경비 회전 기금(General 
Obligation Bond Expense Revolving 
Fund)을 상환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안법안 13
2019–20 정기 총회(2019년 법령, 챕터 
530)의 캘리포니아 의회 법안 48에서 
제출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16조의 
조항에 따라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법안은 교육법에 섹션을 추가하며, 
이에 따라 추가될 신규 제안 조항은 
이탤릭체로 인쇄돼 신규 규정임을 나타냅니다.

제안법안 
파트  54  섹션 71(섹션 101200에서 시작)
은 교육법 타이틀 3의 디비전 14에 추가되며 
다음과 같이 표기됩니다:
파트  71. THE PUBLIC PRESCHOOL, 
K–12, AND COLLEGE HEALTH AND 

SAFETY BOND ACT OF 2020 
(2020 공립 프리스쿨, K-12 및 대학 

건강 및 안전 채권법)
챕터 1.  일반 조항

101200.  이 파트는 Public Preschool, 
K–12, and College Health and Safety 
Bond Act of 2020(2020 공립 프리스쿨, 
K–12 및 대학 건강 및 안전 채권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습니다.
101201.  이 파트에 통합 또는 참조된 주 
제정법의 모든 조항은 개정 및 보완된 모든 
법률을 포함합니다.
101202.  섹션 101230, 101251 및 
101339에 따라 발행된 상환채를 제외한 
총금액 백오십억 달러($15,000,000,000) 
채권은 섹션 101220, 101242, 101310 
및 101320에 명시된 목적에 의해 발행 및 
판매될 수 있습니다. 판매, 발행 및 인도 시 
채권은 캘리포니아주의 유효하고 구속력 있는 
의무가 됩니다. 이에 캘리포니아주는 완전한 
믿음과 신용으로 원금 및 이자로서의 채권에 
대한 원금과 이자의 납기가 되어 지불해야 
함에 따라 기한 내 지불할 것을 보증합니다.
101203.  공립 프리스쿨, K–12, 커뮤니티 
칼리지 및 대학교에 다니는 모든 캘리포니아 
학생을 위한 학교 시설의 위기를 해결하려는 
입법부의 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지진 및 기타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공립 학교 시설을 업그레이드합니다.
(b)  화재를 포함한 주요 재난 이후 학교를 
재개할 비상 자금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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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17070.10에서 시작))에 따라 제출된 
학교 시설 현대화를 위한 신청 지원에 사용 
가능.
(4)  본 조항에 따라 할당된 금액 중 타이틀 
1, 디비전 1, 파트 10, 챕터 12.5, 제10.7
조(섹션 17077.60에서 시작)에 따라 물의 
납 성분을 정화하기 위해 최대 일억 오천만 
달러($150,000,000)까지 사용 가능.
(c)  타이틀 1, 디비전 1, 파트 10, 챕터 
12.5, 제12조(섹션 17078.52에서 시작)에 
따라 차터 스쿨에 학교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오억 달러($500,000,000) 사용 가능.
(d)  타이틀 1, 디비전 1, 파트 10, 챕터 
12.5, 제13조(섹션 17078.70에서 시작)에 
따라 직업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시설에 
오억 달러($500,000,000) 사용 가능.

제2조.  프리스쿨-12학년 학교 시설 
재무 조항

101220. (a) 챕터1(섹션 101200에서 
시작)에 따라 발행 및 판매가 승인된 
채권  총액  중  채권  구십억  달러
($9,000,000,000)는 섹션101230에 따라 
발행된 환불 채권 금액을 제외하고 이 챕터에 
명시된 목적을 수행하는 데 사용될 기금을 
제공하고 정부법 섹션16724.5에 따라 일반 
채권 지출 회전 기금을 상환하기 위해 발행 
및 판매될 수 있습니다.
(b) 이 섹션에 따라, 재무부는 섹션 15909
에 따라 설립된 주 학교 건립 재정위원회
(State School Building Finance 
Committee)가 승인한 채권을 할당에 필요한 
지출을 정비하는 데 필요할 때마다 판매해야 
합니다.
101221.  섹션 15909에 의해 설립되고 
주지사, 회계 감사관, 재무장관, 재무이사 및 
교육감 또는 그 지정 대리인으로 구성된 학교 
건립 주 재정위원회는 보수 없이 그것에 대해 
일하고, 그 과반수는 이 챕터의 목적상 주의 
일반 채권법(정부법 타이틀 2, 디비전 4, 
파트 3, 챕터 4(섹션 16720에서 시작))에서 
정의된 대로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계속 존재합니다. 재무장관이 위원회 
의장의 역할을 합니다. 상원 위원회에서 

101212.  이 챕터의 목적을 위해 발행 및 
판매된 채권의 판매 수익금은 다음 계획에 
따라 할당될 수 있습니다:
(a) (1)  타이틀 1, 디비전 1, 파트 10, 챕터 
12.5(섹션 17070.10에서 시작)에 따라 
신청 학군의 신규 학교 시설 건립을 위해 
이십팔억 달러($2,800,000,000).
(2)  이 세분된 항목에 할당된 금액 중 타이틀 
1, 디비전 1, 파트 10, 챕터 12.5, 제11.5
조(섹션 17078.40에서 시작)에 따라 소규모 
학군은 최대 10퍼센트까지 사용 가능.
(3)  이 세분된 항목에 할당된 금액 중 2018
년 전에 통과된 리로이 F. 그린 학교 시설 
향상법(Leroy F. Greene School Facilities 
Act)(타이틀 1, 디비전 1, 파트 10 챕터 
12.5(섹션 17070.10에서 시작))에 따른 
신규 학교 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일반 
보증채의 권한 부재로 인해, 승인된 신청 
목록 기금 지원에 필요한 금액까지 2020년 
2월 29일 이전에 리로이 F. 그린 학교 시설 
향상법(Leroy F. Greene School Facilities 
Act)(타이틀 1, 디비전 1, 파트 10, 챕터 
12.5(섹션 17070.10에서 시작))에 따라 
제출된 신규 학교 시설 건립을 위한 신청 
지원에 사용 가능.
(b) (1) 타이틀 1, 디비전 1, 파트 10, 챕터 
12.5(섹션 17070.10으로 시작)에 따른 
학교 시설 현대화를 위한 오십이억 달러
($5,200,000,000)의 금액.
(2)  이 세분된 항목에 할당된 금액 중 타이틀 
1, 디비전 1, 파트 10, 챕터 12.5, 제11.5
조(섹션 17078.40에서 시작)에 따라 소규모 
학군은 최대 10퍼센트까지 사용 가능.
(3)  이 세분된 항목에 할당된 금액 중, 2018
년 전에 통과된 리로이 F. 그린 학교 시설 
향상법(Leroy F. Greene School Facilities 
Act)(타이틀 1, 디비전 1, 파트 10, 챕터 
12.5(섹션 17070.10부터 시작))에 따른 
학교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일반 보증채의 
권한 부재로 인해, 승인된 신청 목록 기금 
지원에 필요한 금액까지 2020년 2월 29일 
이전에 리로이 F. 그린 학교 시설 향상법
(Leroy F. Greene School Facilities Act) 
(타이틀 1, 디비전 1, 파트 10, 챕터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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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호에 따른 주 할당 위원회(State 
Allocation Board)의 요청은 섹션 101212
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할당에 대한 
진술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101224.   매년 다른 주정부 수입이 
징수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고 그와 
동시에, 주정부의 일반 수입에 추가하여 매년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는 데 필요한 
총액이 징수됩니다. 해당 추가 금액을 
징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수행하는 
것은 수입 징수와 관련하여 법에 의해 의무가 
부과된 모든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101225.   정부법 섹션 13340에도 
불구하고, 본 장의 목적 상 주 재무부의 
일반기금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금액이 
집행됩니다:
(a) 본 장에 준해 발행되고 판매된 채권의 
원금과 이자가 만기가 되어 지급해야 할 때 
이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매년 
필요한 금액.
(b) 회계 연도에 관계 없이 섹션 101228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
101226.  주 할당 위원회(State Allocation 
Board)는 이 챕터를 수행할 목적으로 정부법 
섹션 16312에 따라, 공동기금투자위원회
(Pooled Money Investment Board)가 
공동기금투자계정 또는 기타 승인된 형식의 
임시 재정에서 대출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금액은, 섹션 101230에 
따라 승인된 환불 채권을 제외하고, 위원회가 
결의에 따라 이 챕터를 수행할 목적으로 
판매하도록 승인한 미 판매 채권의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이 섹션에 따라 대출을 
받았으나 아직 상환하지 않고 섹션 101228
에따라 일반기금에서 인출하여 아직 
반환하지 않은 금액은 차감됩니다. 주 할당 
위원회(State Allocation Board)는 대출금을 
조달하고 상환하기 위해 공동기금투자위원회
(Pooled Money Investment Board)가 
요구하는 모든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대출 
금액은 이 챕터에 따라 2020년 주립학교 
시설 기금에 예치되어 주 할당 위원회(State 
Allocation Board)가 할당합니다.

규칙에 따라 임명한 상원 의원 두 명과 국회 
의장(Speaker of the Assembly)이 임명한 
상원 의원 두 명은 자문 참여가 입법부 
의원으로서 각자의 입장과 양립할 수 없게 
하지 않는 정도까지 위원회를 만나 자문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챕터의 목적상, 입법부 
의원은 이 챕터의 사안에 대한 임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로서 상원 
및 의회의 공동 규칙에 의해 그 위원회에 
부여된 권한과 부과된 의무를 가집니다. 
재무이사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에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법무장관은 위원회의 법률 
고문입니다.
101222. (a) 본 장에 준해 승인된 채권은 
주 일반 채권법(정부법 타이틀 2, 디비전 4, 
파트 3, 챕터 4(16720항에서 시작))에 따라 
준비, 실행, 발행, 판매, 지불 및 상환됩니다. 
모든 개정안 및 보완법을 포함한 해당 법률 
조항은 승인된 채권 및 본 장에 적용되며, 이 
장에 완전히 명시된 것 처럼 본 장에 
통합되었지만, 정부법 섹션 16727 (a) 및 
(b)호는 본 장에 준해 승인된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b) 주 일반 채권법의 목적상, 주 할당 위원회
(State Allocation Board)는 2020년 
주립학교 시설 기금을 운영할 목적으로  
“위원회”로 지정됩니다.
101223. (a)  주 할당 위원회(State 
Allocation Board)의 요청에 따라, 주립학교 
건립 재정위원회는 관련 할당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결의에 의해 이 챕터에 따라 
승인된 채권을 발행할 필요가 있는지 또는 
바람직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발행할 
경우 발행 및 판매할 채권의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할당을 점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속적인 채권 발행이 승인되고 판매될 
수 있으며, 발행이 승인된 모든 채권이 한 
번에 판매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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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30.  본 장에 따라 발행 및 판매된 
채권은 주 일반 채권법의 일부인 정부법 
타이틀 2, 디비전 4, 파트 3, 챕터 4 제6조 
(섹션 16780에서 시작)에 따라 환불될 수 
있습니다. 본 장에 설명한 채권 발행에 대한 
주 유권자의 승인에는 본 장에 따라 원래 
발행된 채권 또는 이전에 발행된 환불 채권을 
환불하기 위해 발행된 채권의 발행에 대한 
승인이 포함됩니다.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환불 채권 수익금으로 환불된 채권은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때때로 개정되는 
결의에 따라 환불된 채권을 승인함으로써 
법적으로 파기될 수 있습니다.
101231.  본 장에 따라 승인된 채권의 판매 
수익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 13조  B에서 
사용되는 조항처럼 “세금 수익”이 아니며, 
이러한 수익의 지출은 해당 조항에 따른 
제한의 대상이 아닙니다.

챕터 3.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시설

제1조.  일반 조항
101240. (a) 2020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자본지출 채권기금(California 
Community College Capital Outlay Bond 
Fund)은 이 챕터의 목적상 발행 및 판매된 
채권 수익금으로 기금을 예치하기 위해 
주정부 재무부에 설립되었지만, 섹션 
101251에 따라 발행 및 판매된 환불 채권의 
수익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b )   섹션  67353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시설 재정위원회는 주 일반 채권법
(정부법 타이틀 2, 디비전 4, 파트 3, 챕터 4 
(섹션 16720에서 시작))에 정의된 대로 
위원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 챕터의 
목적을 위해, 그리고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제공하기 
위해 존속합니다.

제2조.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프로그램 조항

101241. (a) 이 챕터의 목적을 위해 제3조
(섹션 101242에서 시작)에 따라 발행 및 
판매된 채권의 수익으로부터 2020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자본지출 기금
(California Community College Capital 

101227.  본 장 또는 주 일반 채권법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재무부가 본 장에 따라 
채권에 대한 연방세 목적 상 지정된 조건 
하에서 이자가 총소득에서 제외되거나 또는 
그 외 달리 연방 세금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취지의 채권 고문 의견이 포함된 
채권을 판매하는 경우, 재무부는 채권 수익 
투자 및 해당 수익에 대한 투자 수입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무부는 
해당 수익 또는 수입을 사용하거나 이를 
지시하여 연방법에 따라 요구되는 리베이트, 
벌금 또는 기타 지불금을 결제하거나 
연방법에 따라 요구되거나 바람직한 채권 
수익금의 투자 및 사용과 관련하여 기타 
조치를 취하여 해당 채권의 세금 면제 상태를 
유지하고 이 주의 자금을 대신하여 연방법에 
따라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1228.  이 챕터를 수행할 목적으로, 
재무이사는 섹션 101230에 따라 승인된 
환불 채권을 제외하고 미판매 채권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일반기금에서 
인출하도록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금액에서 
이 챕터를 수행할 목적으로 주립학교 건립 
재정위원회에 의해 판매가 승인되었고 이 
섹션에 따라 대출되어 아직 상환되지 않고 
섹션 101226에 따라 일반기금에서 
인출되었지만 아직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차감됩니다. 인출된 금액은 이 챕터에 따라 
2020년 주립학교 시설 기금에 예치되고 주 
할당 위원회(State Allocation Board)가 
할당합니다. 본 항에 준해 이용 가능한 모든 
자금은 일반기금으로 반환되며, 또한 본 장을 
수행하기 위한 채권 판매의 수익금으로부터 
공동기금투자계정 ( P o o l e d  M o n e y 
Investment Account)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자와 동일한 금액이 추가로 반환됩니다.
101229.  이 챕터에 따라 판매된 채권에 
대한 프리미엄과 이자에서 파생하여 2020
년 주립학교 시설 기금에 예치된 모든 자금은 
기금에 보유되며 채권 이자 지출에 대한 
크레딧으로서 일반기금으로 이체되어야 
하지만, 프리미엄에서 파생된 금액은 
일반기금으로 이체하기 전 채권 발행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보유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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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며, 이 장에 완전히 명시된 것 처럼 본 
장에 통합되었지만, 정부법 섹션 16727 (a) 
및 (b)호는 본 장에 준해 승인된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b) 주 일반 채권법의 목적을 위해 2020 
커뮤니티 칼리지 자본지출 채권 기금의 
예산을 집행하는 각 주정부 기관은 이 챕터에 
따라 자금을 지원 받는 프로젝트의 “위원회”
로 지정됩니다.
(c) 이 챕터에 따라 발행 및 판매된 채권의 
수익금은 이 챕터에 명시된 대로 기존 또는 
신규 캠퍼스 및 각기 해당되는 오프-캠퍼스 
센터 및 공동 사용 및 영역 간 시설 건축을 
위해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1244.  섹션 67353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 시설 재정위원회는 이 챕터에 
설명된 목적을 위해 연간 예산법에 따라 
입법부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관련 할당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만 이 
챕터에 따라 채권 발행을 승인해야 합니다. 
해당 입법 방향에 따라 위원회는 결의에 따라 
이 챕터에 명시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 
챕터에 따라 승인된 채권을 발행할 필요가 
있는지 또는 바람직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발행할 경우 발행 및 판매할 채권의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점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속적인 채권 
발행이 승인되고 판매될 수 있으며, 발행이 
승인된 모든 채권이 한 번에 판매될 필요는 
없습니다.
101245.   매년 다른 주정부 수입이 
징수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시에, 
주정부의 일반 수입에 추가하여 매년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는 데 필요한 총액이 
징수됩니다. 해당 추가 금액을 징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수행하는 것은 수입 
징수와 관련하여 법에 의해 의무가 부과된 
모든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101246.   정부법 섹션 13340에도 
불구하고, 본 장의 목적 상 주 재무부의 
일반기금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금액이 
집행됩니다:

Outlay Bond Fund)에 이십억 달러
($2,000,000,000)가 예치됩니다. 집행되는 
경우, 이 기금은 본 장의 목적을 위해 지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b) 이 챕터의 목적에는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의 자본지출 금융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c) 이 챕터의 목적을 위해 발행되고 판매된 
채권의 판매 수익은 건물의 건설 및 관련 
정착물의 확보, 영역 간 시설의 건설, 시설의 
개조 및 재건, 부지 확보 및 신축, 개조 또는 
재건축 시설의, 평균 유효 수명이 10년인 
장비를 포함하여 기존 캠퍼스의 건설 자금을 
조달하고,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시설의 예비 계획 및 작업 도면 등 사전 건설 
비용 지불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d) 이 섹션의 목적을 위해 “영역 간”은 두 
개 이상의 공공 고등교육 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3조.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재무 조항

101242. (a) 챕터1(섹션 101200에서 
시작)에 따라 발행 및 판매가 승인된 채권 
총액  중  채권  이십억  달러
($2,000,000,000)는 섹션101251에 따라 
발행된 환불 채권 금액을 제외하고, 이 
챕터에 명시된 목적을 수행하는 데 사용될 
기금을 제공하고 정부법 섹션16724.5에 
따라 일반 채권 지출 회전 기금을 상환하기 
위해 발행 및 판매될 수 있습니다.
(b) 이 섹션에 따라, 재무장관은 섹션 67353
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 시설 재무위원회가 
승인한 채권을, 할당에 필요한 지출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서로 다른 시간에 
판매해야 합니다.
101243. (a) 본 장에 준해 승인된 채권은 
주 일반 채권법(정부법 타이틀 2, 디비전 4, 
파트 3, 챕터 4(섹션 16720에서 시작))에 
따라 준비, 실행, 발행, 판매, 지불 및 
상환됩니다. 모든 개정안 및 보완법을 포함한 
해당 법률 조항은 승인된 채권 및 본 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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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채권의 세금 면제 상태를 유지하고 이 
주의 자금을 대신하여 연방법에 따라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1249. (a) 본 장을 수행할 목적으로, 
재무이사는 섹션 101251에 따라 승인된 
환불 채권을 제외하고 미판매 채권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일반기금에서 인출할 
수 있으며, 이 금액에서 본 장을 수행할 
목적으로 고등 교육 시설 재정위원회에 의해 
판매가 승인되었고 본 항에 따라 대출되어 
아직 상환되지 않고 섹션 101247에 따라 
일반기금에서 인출되었지만 아직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차감됩니다. 인출 금액은 본 장에 
준해 2020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자본지출 채권기금(California Community 
College Capital Outlay Bond Fund)에 
예치됩니다. 본 항에 준해 이용 가능한 모든 
자금은 일반기금으로 반환되며, 또한 본 장을 
수행하기 위한 채권 판매의 수익금으로부터 
공동기금투자계정 ( P o o l e d  M o n e y 
Investment Account)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자와 동일한 금액이 추가로 반환됩니다.
(b)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가 본 장에 
명시된 목적 상 지출을 위해 본 채권 발행으로 
조달하는 자금에 대해 입법부와 재무부에 
제출하는 요청서에는 다섯 개년 자본 지출 
계획이 첨부되어야 하며 이는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의 필요 사항 및 우선 순위를 
반영하고 주 전체를 기반으로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요청서에는 특정 대학의 
판단에서 대학에 의해 우선 순위가 높은 
것으로 식별된 건물의 내진 위험성을 현저히 
줄이는 데 필요한 내진 개선 우선 순위를 
정하는 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01250.  본 장에 따라 판매된 채권에 대한 
프리미엄과 이자에서 파생하여 2020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자본지출 
채권기금(California Community College 
Capital Outlay Bond Fund)에 예치된 모든 
자금은 기금에 보유되며 채권 이자 지출에 
대한 크레딧으로서 일반기금으로 이체되어야 
하지만, 프리미엄에서 파생된 금액은 
일반기금으로 이체하기 전 채권 발행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보유 및 사용될 수 있습니다.
101251.  본 장에 따라 발행 및 판매된 
채권은 주 일반 채권법의 일부인 정부법 
타이틀 2, 디비전 4, 파트 3, 챕터 4, 제6조

(a) 본 장에 준해 발행되고 판매된 채권의 
원금과 이자가 만기가 되어 지급해야 할 때 
이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매년 
필요한 금액.
(b)  회계 연도 예산 집행과 별도로 섹션 
101249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
101247.  위원회는 섹션 101243 (b)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정부법 섹션 16312에 
따라  본  장을  수행할  목적으로 
공동기금투자위원회(Poo led Money 
Investment Board)가 공동기금투자계정
(Pooled Money Investment Account) 또는 
기타 승인된 형식의 중간 금융에서 
대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금액은 
고등 교육 시설 재정위원회가 결의에 따라 
섹션 101251에 준해 승인된 환불 채권을 
제외하고 본 장을 수행할 목적으로 
판매하도록 승인된 미 판매 채권의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이 항에 따라 대출을 
받았으나 아직 상환하지 않고 섹션 101249
에 따라 일반기금에서 인출하여 아직 
반환하지 않은 금액은 차감됩니다. 섹션 
101243 (b)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위원회는 
대출금을  조달하고  상환하기  위해 
공동기금투자위원회(Poo led Money 
Investment Board)가  요구하는 모든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대출 금액은 본 
장에 준해 2020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자본지출 채권기금(California 
Community College Capital Outlay Bond 
Fund)에 예치되어 위원회가 할당합니다.
101248.  본 장 또는 주 일반 채권법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재무부가 본 장에 따라 
채권에 대한 연방세 목적 상 지정된 조건 
하에서 이자가 총소득에서 제외되거나 또는 
그 외 달리 연방 세금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취지의 채권 고문 의견이 포함된 
채권을 판매하는 경우, 재무부는 채권 수익 
투자 및 해당 수익에 대한 투자 수입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무부는 
해당 수익 또는 수입을 사용하거나 이를 
지시하여 연방법에 따라 요구되는 리베이트, 
벌금 또는 기타 지불금을 결제하거나 연방법에 
따라 요구되거나 바람직한 채권 수익금의 
투자 및 사용과 관련하여 기타 조치를 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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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된 자금 승인에 관한 입법부의 변함 없는 
의도를 분명히 명시합니다.

제2조.  캘리포니아 대학교 및 
UC 헤이스팅스 법대에 
적용되는 프로그램 조항

101310. (a) 제4조(섹션 101330에서 
시작)에 따라 발행 및 판매 된 채권의 
수익으로 본 장의 목적 상 2020 대학 
자본지출 채권기금(University Capital 
Outlay Bond Fund)에 총액 이십억 달러
($2,000,000,000)가  예치됩니다 . 
집행되는 경우, 이 기금은 본 장의 목적을 
위해 지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b) 본 장의 목적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및 
UC 헤이스팅스 법대의 자본 지출 금융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c) 본 장에 따라 발행 및 판매된 채권의 
수익금은 다음 항목을 지원합니다:
(1) 건물 건설 및 관련 설비 취득을 포함하여 
기존 또는 신규 시설의 건설, 재건축 및 
리모델링.
(2) 신축, 리노베이션 또는 재건축된 시설의 
설비.
(3) 예비 계획 및 작업 도면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전 공시 원가 지불.
(4) 시설의 리노베이션 및 재건축.
(5) 캘리포니아 대학교 평의원회가 승인한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모든 캠퍼스 시설의 
건설 또는 개선 그리고 해당 시설이 건설될 
부지 취득 포함.

제3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 
적용되는 프로그램 조항

101320. (a) 제4조(섹션 101330에서 
시작)에 따라 발행 및 판매 된 채권의 
수익으로 본 장의 목적 상 2020 대학 
자본지출 채권기금(University Capital 
Outlay Bond Fund)에 총액 20억 달러 
($2,000,000,000)가  예치됩니다 . 
집행되는 경우, 이 기금은 본 장의 목적을 
위해 지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섹션 16780에서 시작)에 따라 환불될 수 
있습니다. 본 장에 설명한 채권 발행에 대한 
주 유권자의 승인에는 본 장에 따라 원래 
발행된 채권 또는 이전에 발행된 환불 채권을 
환불하기 위해 발행된 채권의 발행에 대한 
승인이 포함됩니다.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환불 채권 수익금으로 환불된 채권은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때때로 개정되는 
결의에 따라 환불된 채권을 승인함으로써 
법적으로 파기될 수 있습니다.
101252.  본 장에 따라 승인된 채권의 판매 
수익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 13조 B에서 
사용되는 조항처럼 “세금 수익”이 아니며, 
이러한 수익의 지출은 해당 조항에 따른 
제한의 대상이 아닙니다.

챕터 4.  대학 시설
제1조.  일반 조항

101300. (a) 이 주의 공립대학 시스템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UC 헤이스팅스 법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및 각 기 해당되는 
오프-캠퍼스 센터가 포함됩니다.
(b)  2020 대학 자본지출 채권기금
(University Capital Outlay Bond Fund)은 
본 장의 목적 상 발행되고 판매된 채권 
수익금으로 기금을 예치하기 위해 주정부 
재무부에 설립되었지만, 섹션 101339에 
따라 발행된 본 환불 채권의 수익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c)  (1) 섹션 67353에 따라 설립된 고등 
교육 시설 재정위원회는 주 일반 채권법 
(정부법 타이틀 2, 디비전 4, 파트 3, 챕터 4 
(섹션 16720에서 시작))에 정의된 대로 
위원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계속 존재하며, 
본 장의 목적 상, 캘리포니아 대학교, UC 
헤이스팅스 법대 및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제공합니다.
(2) 본 항에 UC 헤이스팅스 법대를 추가함은 
1986년 고등 교육 시설 채권법에 규정된 
섹션 67354에 준하거나 1988년 고등 교육 
시설 채권법에 규정된 섹션 67334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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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의 상하원 예산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2) 본 조항의 목적 상, “영역 간”은 두 개 
이상의 공공 고등 교육 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1331. (a) 본 장에 준해 승인된 채권은 
주 일반 채권법(정부법 타이틀 2, 디비전 4, 
파트 3, 챕터 4(섹션 16720에서 시작))에 
따라 준비, 실행, 발행, 판매, 지불 및 
상환됩니다. 모든 개정안 및 보완법을 포함한 
해당 법률 조항은 승인된 채권 및 본 장에 
적용되며, 이 장에 완전히 명시된 것 처럼 본 
장에 통합되었지만, 정부법 섹션 16727 (a) 
및 (b)호는 본 장에 준해 승인된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b) 주 일반 채권법의 목적 상, 2020 대학 
자본지출 채권기금(University Capital 
Outlay Bond Fund)의 예산을 집행하는 각 
주정부 기관은 본 장에 준해 자금을 지원 
받는 프로젝트의 “위원회”로 지정됩니다.
(c) 본 장에 준해 발행 및 판매된 채권의 
수익금은 본 장에 명시된 대로 기존 또는 
신규 캠퍼스 및 각기 해당되는 오프-캠퍼스 
센터 및 공동 사용 및 영역 간 시설 건축을 
위해 캘리포니아 대학교, UC 헤이스팅스 
법대 및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1332.  섹션 67353에 따라 설립된 고등 
교육 시설 재정위원회는 연간 예산법에 의해 
입법부가 명시적으로 승인하여 본 장에 
명시된 목적을 위한 할당에 필요한 
금액까지만 본 장에 준해 채권 발행을 
승인해야 합니다. 해당 입법 방향에 따라 
위원회는 본 장에 명시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본 장에 준해 승인된 채권을 발행할 
필요가 있는지 또는 바람직한지 여부를 
결정해야하며, 발행할 경우 발행 및 판매할 
채권의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점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속적인 
채권 발행이 승인되고 판매될 수 있으며, 

(b) 본 장의 목적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자본 지출 금융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c) 본 장에 따라 발행 및 판매된 채권의 
수익금은 다음 항목을 지원합니다:
(1) 건물 건설 및 관련 설비 취득을 포함하여 
기존 또는 신규 시설의 건설, 재건축 및 
리모델링.
(2) 신축, 리노베이션 또는 재건축된 시설의 
설비.
(3) 예비 계획 및 작업 도면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전 공시 원가 지불.
(4) 시설의 리노베이션 및 재건축.
(5)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가 승인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모든 캠퍼스 
시설의 건설 또는 개선 그리고 해당 시설이 
건설될 부지 취득 포함.

제4조.  대학 재정 조항
101330. (a) 챕터 1(섹션 101200에서 
시작)에 따라 발행 및 판매가 승인된 채권 
총액  중  채권  사십억  달러
($4,000,000,000)는 섹션 101339에 
따라 발행된 환불 채권 금액을 제외하고 본 
장에 명시된 목적을 수행하는 데 사용될 
기금을 제공하고 정부법 섹션 16724.5에 
따라 일반 채권 지출 회전 기금을 상환하기 
위해 발행 및 판매될 수 있습니다.
(b) 본 항에 따라, 재무부는 섹션 67353에 
따라 설립되고 고등 교육 시설위원회가 
승인한 채권을 할당에 필요한 지출을 
서비스하는 데 필요한 상이한 시간에 
판매해야 합니다.
(c)  (1) 입법부의 의향에 따라,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는 매년 
해당 기관의 연간 자본 지출 계획 프로세스의 
일부로서 영역 간 설비의 포함을 고려하고 
매년 5월 15일 이전 해당 기관은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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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그 외 달리 연방 세금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취지의 채권 고문 의견이 포함된 
채권을 판매하는 경우, 재무부는 채권 수익 
투자 및 해당 수익에 대한 투자 수입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무부는 
해당 수익 또는 수입을 사용하거나 이를 
지시하여 연방법에 따라 요구되는 리베이트, 
벌금 또는 기타 지불금을 결제하거나 연방법에 
따라 요구되거나 바람직한 채권 수익금의 
투자 및 사용과 관련하여 기타 조치를 취하여 
해당 채권의 세금 면제 상태를 유지하고 이 
주의 자금을 대신하여 연방법에 따라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1337. (a) 본 장을 수행할 목적으로, 
재무이사는 섹션 101339에 따라 승인된 
환불 채권을 제외하고 미판매 채권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일반기금에서 인출할 
수 있으며, 이는 본 장을 수행할 목적으로 
고등 교육 시설 재정위원회에 의해 판매가 
승인되었습니다. 인출 금액은 본 장에 준해 
2020 대학 자본지출 채권기금(University 
Capital Outlay Bond Fund)에 예치됩니다. 
본 항에 준해 이용 가능한 모든 자금은 
일반기금으로 반환되며, 또한 본 장을 
수행하기 위한 채권 판매의 수익금으로부터 
공동기금투자계정 ( P o o l e d  M o n e y 
Investment Account)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자와 동일한 금액이 추가로 반환됩니다.
(b) 캘리포니아 대학교, UC 헤이스팅스 법대 
또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가 본 장에 
명시된 목적 상 지출을 위해 본 채권 발행으로 
조달하는 자금에 대해 입법부와 재무부에 
제출하는 요청서에는 다음 항목이 모두 
첨부되어야 합니다.
(1) 특정 대학교 또는 칼리지의 다섯 개년 
자본 지출 계획.
(2)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경우 섹션 
89776의 요구사항에 준하고,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경우 섹션 92170의 요구 사항에 
준한 프로젝트 일정. 프로젝트 일정에서는 
심각한 화재 및 생명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지진 결함을 해결하는 프로젝트 
그리고 중대한 지연 관련 유지 보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고려해야 합니다.

발행이 승인된 모든 채권이 한 번에 판매될 
필요는 없습니다.
101333.   매년 다른 주정부 수입이 
징수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시에, 
주정부의 일반 수입에 추가하여 매년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는 데 필요한 총액이 
징수됩니다. 해당 추가 금액을 징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수행하는 것은 수입 
징수와 관련하여 법에 의해 의무가 부가된 
모든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101334.   정부법 섹션 13340에도 
불구하고, 본 장의 목적 상 주 재무부의 
일반기금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금액이 
집행됩니다:
(a) 본 장에 준해 발행되고 판매된 채권의 
원금과 이자가 만기가 되어 지급해야 할 때 
이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매년 
필요한 금액.
(b) 회계 연도에 관계 없이 섹션 101337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
101335.  위원회는 섹션 101331 (b)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정부법 섹션 16312에 
따라  본  장을  수행할  목적으로 
공동기금투자위원회(Poo led Money 
Investment Board)가  공동기금투자계정
(Pooled Money Investment Account) 또는 
기타 승인된 형식의 중간 금융에서 
대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금액은 
고등 교육 시설 재정위원회가 결의에 따라 
섹션 101339에 준해 승인된 환불 채권을 
제외하고 본 장을 수행할 목적으로 
판매하도록 승인된 미 판매 채권의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섹션 101331 (b)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위원회는 대출금을 
조달하고 상환하기 위해 공동기금투자위원회
(Pooled Money Investment Board)가 
요구하는 모든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대출 
금액은 본 장에 준해 2020 대학 자본지출 
채권기금(University Capital Outlay Bond 
Fund)에 예치되어 위원회가 할당합니다.
101336.  본 장 또는 주 일반 채권법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재무부가 본 장에 
따라 채권에 대한 연방세 목적 상 지정된 
조건 하에서 이자가 총소득에서 제외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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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되고 다른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채권 
수익금으로 전체 또는 일부 자금을 조달한 
프로젝트에 대해 성과 감사는 (1)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 본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감사 결과는 
해당 학군, 지역 대학구, 카운티 교육청, 차터 
스쿨,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캘리포니아 
대학교 또는 UC 헤이스팅스 법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b)  (1)  (A)  본 조항에 따라 프로젝트를 
승인하거나 기금을 모금하기 전에 학군 
운영위원회, 카운티 교육 위원회 또는 차터 
스쿨의 이사회는 제출을 위해 제안되는 
프로젝트에 관한 대중의 의견을 요청하는 
공청회를 적어도 한 번 개최해야 합니다.
(B) 본 조항에서 승인한 채권의 수익금으로 
자금을 조달할 입법부에 의한 프로젝트의 
검토 요청이나 프로젝트를 승인하기 전에, 
지역 대학구의 운영위원회는 검토 요청을 
받는 프로젝트에 관한 대중의 의견을 
요청하기 위해 최소한 한 번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2) (1)항에 따른 공청회는:
(A)  해당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가 
프로젝트를 승인하여 본 조항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는 것과 동일한 공청회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B) 해당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대한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공개적으로 인지되는 
공청회의 일부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3) (A) 학군, 카운티 교육청, 차터 스쿨 또는 
지역 대학구는 해당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가 본 조항에 따라 승인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요청한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공공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B) 호에 따라 인터넷 웹 사이트에 반영된 
프로젝트 정보에는 프로젝트의 위치, 예상 
프로젝트 비용 및 프로젝트 완료 예상 시간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4) (A) 학군, 카운티 교육청, 차터 스쿨 또는 
지역 대학구는 조항 (a)에 따라 요구되는 

101338.  본 장에 따라 프리미엄 그리고 
판매된 채권에 대한 이자에 의해 파생되어 
2020 대학 자본지출 채권기금(University 
Capital Outlay Bond Fund)에 예치된 모든 
금액은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 
프리미엄에서 파생된 금액이 일반기금으로 
이체되기 전에 채권 발행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예치되어 사용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 이자를 위한 지출에 대한 
크레딧으로 일반기금으로 이체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1339.  본 장에 따라 발행 및 판매된 
채권은 주 일반 채권법의 일부인 정부법 제 
타이틀 2, 디비전 4, 파트 3, 챕터 4의 제6
조(섹션 16780에서 시작)에 따라 환불될 수 
있습니다. 본 장에 설명한 채권 발행에 대한 
주 유권자의 승인에는 본 장에 따라 원래 
발행된 채권 또는 이전에 발행된 환불 채권을 
환불하기 위해 발행된 채권의 발행에 대한 
승인이 포함됩니다.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환불 채권 수익금으로 환불된 채권은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때때로 개정되는 
결의에 따라 환불된 채권을 승인함으로써 
법적으로 파기될 수 있습니다.
101340.  본 장에 따라 승인된 채권의 판매 
수익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 13조  B에서 
사용되는 조항처럼 “세금 수익”이 아니며, 
이러한 수익의 지출은 해당 조항에 따른 
제한의 대상이 아닙니다.

챕터 5.  투명성 및 책임성 조항
101350. (a) (1) 학군의 운영위원회, 지역 
대학구의 이사회, 카운티 학교 교육감, 차터 
스쿨의 이사회,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이사회, 캘리포니아 대학교 평의원회 또는 
UC 헤이스팅스 법대 이사회는 본 조항에서 
승인한 채권의 수익금에서 전체 또는 일부 
자금을 조달한 프로젝트의 독립적 성과 
감사가 모든 해당 법률의 요건에 부합하는 
지출에  대해  해당  자금의  사용을 
검토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섹션 41024에 따라 수행된 감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본 조항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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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캘리포니아 
대학교 및 UC 헤이스팅스 법대는 해당 정부 
기관이 제출할 수 있도록 승인된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를 해당 공공 인터넷 웹 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B) (A) 호에 따라 인터넷 웹 사이트에 반영된 
프로젝트 정보에는 프로젝트의 위치, 예상 
프로젝트 비용 및 프로젝트 완료 예상 시간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4) (A)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캘리포니아 
대학교 및 UC 헤이스팅스 법대 또는 해당 
캠퍼스는 조항 (a)에 따라 필요한 감사에 
필요한 모든 재무 계정, 문서 및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B)  본 항의 목적 상,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캘리포니아 대학교 및 UC 
헤이스팅스 법대 또는 해당 캠퍼스는 해당 주 
및 연방법에 따라 전자 형식으로 기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에 필요한 모든 재정 계좌, 문서 및 
기록을 보유해야 합니다.
(B) 본 항의 목적상, 학군, 교육청, 차터 스쿨 
또는 지역 대학구는 모든 해당 주 및 연방법에 
따라 전자 양식으로 기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c) (1) 본 파트에 따라 승인한 채권의 수익에 
의해 자금을 조달할 입법부의 프로젝트에 
대한 고려 요청을 승인하기 전에,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의 이사회, 캘리포니아 대학교 
평의원회 그리고 UC 헤이스팅스 법대의 
이사회는 검토 요청 시 프로젝트에 관한 
공공의 의견을 요청하는 공청회를 적어도 한 
번 개최해야 합니다.
(2) (1)항에 따른 공청회는:
(A)  해당 정부 기관이 해당 프로젝트의 
제출을 승인하는 동일한 공청회에서 발할 수 
있습니다.
(B)  해당 정부 기관에 대한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공개적으로 인지되는 공청회의 
일부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