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거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공식 유권자 
정보 안내서

지체하지 말고, 오늘 투표하세요!
조기 우편 투표 기간은 2022년 10월 11일부터 11월 
8일까지입니다.
투표소는 2022년 11월 8일 선거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합니다!

캘리포니아의 모든 
등록 유권자는 
우편투표 투표용지를 
수령하게 됩니다.

우편투표 투표용지는 
10월 10일 이전에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우편투표 투표용지는 
수령하는 즉시 
투표하고 반송할 수 
있습니다.

우편 투표 투입함은 
10월 11일에 
개설됩니다.

모든 카운티에서 직접 
투표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투표 
캘리포니아

정확성 증명서

본인 Shirley N. Weber는 
캘리포니아 주 국무장관으로서, 
본 문서에 수록된 선거 정보가 
2022년 11월 8일 주 전역에서 
시행되는 캘리포니아 주 총선거 
유권자들에게 제공될 것이며, 
본 안내서는 법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2022년 8월 15일, 캘리포니아 
주 새크라멘토에서 서명 
날인했습니다.

주 국무장관, 
Shirley N. Weber, Ph.D

공식 유권자 정보 안내서 관련 추가 사본은 귀하의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문의하거나, (866) 575-1558로 전화해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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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어떠한 권리라도 거부를 당했다고 생각되시면, 주 국무장관의 무료 기밀 유권자 핫라인 
(866) 575-1558으로 연락하십시오.

유권자의

권리
유권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1 유권자로 등록되었다면 투표할 수 있는 
권리. 다음과 같은 경우 투표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 적어도 18세 및 그 이상
• 현재 거주지에 등록
• 현재 중범죄 판결을 받아 주 또는 연방 교도소 

수감 중이 아님, 그리고
• 법원으로부터 현재 투표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지 않음

 2 이름이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등록된 유권자인 경우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이 경우 잠정적 투표용지에 투표하게 
됩니다. 선거 관리위원회 공무원이 해당 
투표인에게 투표 자격이 있다고 결정하면 
해당 투표용지가 산정에 포함됩니다.

 3 이미 줄에 서있는 투표자인 경우 투표소가 
닫히더라도 투표할 수 있는 권리.

 4 아무에게도 방해받거나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않고 비밀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

 5 투표용지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용지에 
실수를 한 경우 새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투표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표장소에서 선거 관리위원회 공무원에게 새 
투표용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 사무소 또는 투표장소에서 새 것으로 
우편투표 투표용지를 교환하거나 혹은
잠정적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6 자신의 고용주 또는 노동 조합 대표를 
제외하고 선택한 사람으로부터 투표용지를 
제출하는 데 도움을 받을 권리.

 7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떤 투표소에도 작성한 
우편-투표-용지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

 8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충분한 수의 
사람들이 영어 이외의 다른 어떤 언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언어로 된 선거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9 선거 관리위원회 공무원에게 선거 
절차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선거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권리. 질문을 받은 사람은 
투표자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에게 투표자를 안내해야 합니다. 
투표자가 지장을 줄 경우, 선거 관리위원회 
공무원은 답변을 제공하는 것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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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sos.ca.gov
mailto:elections@sos.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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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후보자와 투표 법안에 대한 상위 기부자
어떤 위원회(후보자 및 투표 법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돈을	
받거나 지급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1백만 이상을 모금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공정 정치	
수행위원회(FPPC)에 상위 기부자	10인을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는	
목록을 반드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해당 목록은	FPPC	웹사이트		
http://www.fppc.ca.gov/transparency/top-contributors.html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또는 투표용지 법안에 대한 선거 기부금을 알아보려면 주 국무장관 웹사이트	
powersearch.sos.ca.gov	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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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국무장관
캘리포니아 주민 여러분,

어렵게 쟁취한 투표권의 많은 발전이 다른 주에서는 후퇴했지만, 캘리포니아는 여전히 보편적 우편투표 
투표용지를 상시화하고, 직접 투표의 선택권을 늘리고, 당일 등록 및 잠정적 투표를 제공하며, 투표 가능 
일수를 확대하는 등 투표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거와 투표권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신과 가족에게 중요한 문제에 투표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에 투표하고, 우리 민주주의의 건강을 위해 투표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유권자 정보 안내서는 2022년 11월 8일 총선거를 위한 주 전역 투표에 관한 후보자와 쟁점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서에는 투표 방법에 대한 정보 외에도 주 전역의 후보자 성명서, 주 
발의안에 대한 정보 및 캘리포니아 유권자로서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강조하고자 하는 정보입니다: 

발의안—이는 투표 용지에 제안된 주 정책으로, 유권자들은 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입법부는 헌법 개정안, 공채 법안 및 기타 제안된 법률 변경안을 투표용지에 포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캘리포니아 유권자라면 누구나 발의안 또는 의제를 투표용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각 발의안에 대한 요약과 함께 법안에 대한 찬반 주장 및 지지자와 반대자의 연락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주 국무장관 웹사이트인 voterguide.sos.ca.gov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편 투표가 상시화되었지만 여전히 직접 투표도 가능합니다!—입법부는 2021년에 AB 37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등록된 모든 유권자에게 우편투표용지를 보내고, 유권자들은 우편투표, 직접 투표 
또는 안전투입함 투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시든지 반드시 투표용지에 서명 및 
봉인하신 후 제출하십시오! 

투표용지 추적—WheresMyBallot.sos.ca.gov 에 등록하여 문자, 이메일 또는 음성으로 투표 상황 알림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우편 투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선택법을 적용한 카운티에서 더 긴 기간, 더 많은 방법으로 투표—현재 27개의 유권자 선택법(VCA) 
적용 카운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sos.ca.gov/elections/voters-choice-act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계획 세우기—계획을 세우면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반송하는 방식으로 
투표하시겠습니까? 투표용지를 투입함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투표하시겠습니까? 또는 가까운 투표장소 또는 
투표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시겠습니까? 선택 사항을 검토한 후 지금 계획을 세우십시오! 

우리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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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생식의 자유에 대한 헌법의 권리.
입법부 헌법 개정안.1

요약	 입법부에 의한 투표용지 상정
낙태를 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기본권과 피임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기본권을 포함하는,	생식의 자유에 대한 개인의 기본권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헌법을 개정합니다.	이	
개정안은 캘리포니아 헌법에 따른 사생활 보호와 동등한 보호에	
대한 기존 권리를 축소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재정적 영향:	
재생산권은 이미 주 법으로 보호받고 있어 직접적으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반대 발의안	1은 아기가	
건강하고 산모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는 경우에도	
납세자의 부담으로 출생	
시기까지 후기 낙태를 허용하는	
극단적인 법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법은 이미 여성의	
선택권을 보장하므로 이	
극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발의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찬성 발의안	1에 대한	
찬성은 낙태에 대한	

기본권과 피임에 대한 기본권을	
헌법에 두고 있습니다.	발의안	1
에 대한 찬성은 생식 관리에 대한	
개인의 선택 및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 간에 의학적	
결정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YESon1CA.com

주장

아니오 이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가 갖는 의미:	기존의 생식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캘리포니아 헌법이	
개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다른 주법에 따라	
계속 존재합니다.

예 이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가 갖는 의미:	낙태 및	

피임제 사용 여부를 선택할	
권리와 같은 기존의 생식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캘리포니아 헌법이	
개정됩니다.

귀하의 투표가 갖는 의미

빠른 참조 안내서

요약	 청원서명에 의한 투표용지 상정
추가 허용 범위:	특정 경마장에서의 스포츠 도박;	특정 도박 관련 법	
집행을 위한 개인에 의한 소송.	세입을 일반 기금,	문제성 도박	
프로그램,	집행에 할당합니다.	재정적 영향:	주 정부의 세입 증가분이	
연간 수천만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해당 세입 중 일부가 연간	
수천만 달러 초반대에 이를 수 있는 주 정부의 규제 및 집행 비용	
증가분을 지원하게됩니다.

아니오 이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가 갖는 의미:	스포츠 도박은	
캘리포니아에서 계속해서	
불법입니다.	원주민 카지노는	
룰렛과 주사위 게임을 계속	
제공할 수 없습니다.	주 도박법이	
집행되는 방식은 변경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이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가 갖는 의미:	4개의	

경마장에서 직접 스포츠 도박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경마장은 스포츠 도박 이익의	
일부를 주 정부에 지불합니다.	
원주민 카지노는 주 정부와	
체결한 개별 부족 도박 계약에서	
허용하는 경우 직접 스포츠 도박,	
룰렛 및 주사위 게임(크랩스 등)
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원주민	
부족들은 카지노에 대한 주	
정부의 스포츠 도박 규제 비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사람들과	
단체는 특정 주 도박법의 집행을	
모색할 새로운 방법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귀하의 투표가 갖는 의미

발의안 원주민 구역에서 직접 행하는 룰렛, 주사위 게임, 스포츠 
도박을 허용합니다. 헌법 개정 발의 및 법령. 26

주장

반대 발의안	26은 도박을	
대규모로 확대하여	

미성년자 도박 및 중독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발의안	26은	
도박에 대한 독점권을 스포츠	
도박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5개의	
부유한 도박 원주민 부족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발의안	26은 다른 유색인종 지역	
사회를 파괴할 것입니다.	발의안	
26에 반대하십시오.

찬성 발의안	26에 대한	
찬성은 원주민	

카지노에서 직접 스포츠 도박을	
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스포츠	
도박을 성인으로만 제한합니다.	
발의안	26은 원주민 교육,	의료	
및 기타 필수 서비스에 대한	
수익을 제공하여 원주민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발의안	26은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도박을	
장려하고,	불법 도박을 막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원주민과 함께 하십시오.	발의안	
26에 찬성하십시오.

찬성
발의안	1에 찬성하십시오.	
낙태권을 보호하십시오

(916)	238-8392
info@YESon1CA.com
YESon1CA.com

반대
K.	Reid
캘리포니아와 함께 하십시오.	
발의안	1에 반대하십시오

P.O.	Box	13813	
Sacramento,	CA	95853	
(916)	484-4008
info@NoProposition1.com
www.NoProposition1.com

추가 정보

반대
발의안	26에 반대하십시오—특수	
이익 독점에 반대하는 납세자	

(916)	237-7398
lnfo@VoteNoOnProp26.org
www.VoteNoOnProp26.org

추가 정보

찬성
안전을 위한 연합,		
책임 있는 게임

1017	L	Street	#408
Sacramento,	CA	95814-3805
(888)	256-8602
info@YESon26.com
YESon26.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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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원주민 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온라인 및 모바일 스포츠 
도박을 허용합니다. 헌법 개정 발의 및 법령.27

요약	 청원서명에 의한 투표용지 상정
원주민 부족 및 연관 사업체가 원주민		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온라인/모바일 스포츠 도박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세입은	
규제 비용,	노숙자 프로그램,	비참여 부족에 할당합니다.	재정적 
영향:	주 정부의 세입이 수억 달러 증가할 수 있으나 연간	$5억을	
초과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세입 중 일부는 연간 수천만 달러	
중반대에 달할 수 있는 주 정부의 규제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반대 발의안	27은 온라인	
및 모바일 스포츠	

도박의 대규모 확장을	
합법화하기 위해 다른 주의 도박	
회사가 기금을 지원하는	
기만적인 계획입니다.	찬성	
발의안	27는 노숙자에 대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익의	
90%는 다른 주에 있는 기업에	
돌아갈 것입니다.	발의안	27은	
50개 이상의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이 반대합니다.	
발의안	27에 반대 투표하십시오.

찬성 발의안	27은	
캘리포니아 원주민,	

노숙자 및 정신 건강 전문가의	
지지를 받습니다.	발의안	27은	
처음으로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규제하고 세금을 부과하여 주택,	
정신 건강 및 중독 치료에	
영구적으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발의안	27에는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엄격한 규칙,	정기 감사	
및 법무장관의 감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장

아니오	이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가 갖는 의미:	스포츠 도박은	
캘리포니아에서 계속해서	
불법입니다.	주 도박법이	
집행되는 방식은 변경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이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가 갖는 의미:	

인허받은 원주민 또는 도박 회사가	
캘리포니아의 부족 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만	21세 이상인	
사람들에게 인터넷 및 모바일	
기기를 통해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온라인	
스포츠 도박 제공자는 스포츠 도박	
이익의 일부를 주 정부에 지불해야	
합니다.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규제하기 위해 새로운 주 정부	
부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줄이는	
새로운 방법이 제공될 것입니다.

귀하의 투표가 갖는 의미

빠른 참조 안내서

요약	 청원서명에 의한 투표용지 상정
모든 초중고(K–12)	공립학교(차터 스쿨 포함)의 예술 및 음악	
교육을 위해 주 정부의 일반 기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재정적 
영향:	내년부터 공립학교의 예술 교육을 위해 주 정부의 비용이 연간	
약	$10억 증가합니다.

아니오 이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가 갖는 의미:	공립학교의	
예술 교육을 위한 기금이	
계속하여 주 및 지방 정부의 예산	
결정에 따라 좌우될 것입니다.

예 이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가 갖는 의미:	

주 정부가 공립학교의 예술	
교육을 위한 특별 기금을 추가로	
제공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공립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에	
대해 헌법상 요구되는 기금	
금액을 초과합니다.

귀하의 투표가 갖는 의미

발의안 공립 학교의 예술 및 음악 교육을 위한 기금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발의 법률.28

주장

반대 발의안	28에	
반대하는 주장이	

제출된 바 없습니다.
찬성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5곳 중	
1곳만 정규 예술 또는 음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성 발의안	28은	PK–12	
공립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이	
세금 인상 없이 예술 및 음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기금을 제공합니다.	기존 교육	
기금을 보호합니다.	엄격한 책임,	
투명성을 포함합니다.	학부모,	
교사 및 아이들을 지원합니다.

찬성
https://yestoprop27.com

반대
발의안	27에 반대하십시오.
1017	L	Street	#408
Sacramento,	CA	95814-3805	
(888)	256-8602	
info@NoProp27.com
NoProp27.com;
FinePrint27.com

추가 정보

반대
추가 정보

찬성
발의안	28에 찬성하십시오—
학교에서 예술과 음악을	
배우려는 캘리포니아 사람들	

info@voteyeson28.org
voteyeson28.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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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신장 투석 클리닉에서 면허를 받은 의료 전문가가 현장 
근무를 해야 하며 기타 주 정부의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발의 법률.29

요약	 청원서명에 의한 투표용지 상정
치료를 하는 동안 의사나 전문 간호사 또는 의사 보조사가 현장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클리닉에 대한 요구 사항:	의사의 소유권 지분	
공개;	감염 데이터 보고.	재정적 영향:	주 정부 및 지방 정부 비용이	
연간 수천만 달러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 투석 환자들,	
American	Nurses	

Association\California,	
California	Medical	Association	
및 환자 대변인과 함께하십시오.
발의안	29에 반대하십시오.	이	
발의안은 투석에 대한 또 하나의		
위험한 발의안입니다!	발의안	29은	
다수의 투석 클리닉이 문을 닫게 할	
것이며,	이로써 투석으로 연명하는	
80,000명에 이르는 캘리포니아	
환자들의 목숨이 위협받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유사한	
투석 발의안을 두 번이나	
압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또	
하나의 위험한 투석 발의안을	
멈추십시오.	NoProp29.com

찬성 투석 환자는 법에	
따라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발의안	29는	
투석 환자가 응급 상황 발생 시	
의사 또는 고도로 훈련된 다른	
임상의의 관리 하에 투석	
클리닉에서 감염 위험과 차별	
없이 안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주장

아니오 이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가 갖는 의미:	만성 투석	
진료소에서는 모든 환자의 치료	
시간 내내 현장에 의사,	전문	
간호사 또는 의사 보조사를	
배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이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가 갖는 의미:	만성	

투석 진료소에서는 모든 환자의	
치료 시간 내내 현장에 의사,	전문	
간호사 또는 의사 보조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귀하의 투표가 갖는 의미

빠른 참조 안내서

요약	 청원서명에 의한 투표용지 상정
세입을 탄소 무배출 차량 구매 인센티브,	차량 충전소 및 산불 예방에	
할당합니다.	재정적 영향:	연간	$35억에서	$50억에 이르는 주	
정부의 세입 증가분을 탄소 무배출 차량 프로그램과 산불 대응 및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새로운 기금으로 사용합니다.

아니오 이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가 갖는 의미:	연간	$2백만을	
초과하는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 변경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이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가 갖는 의미:	

납세자는 연간	$2백만을	
초과하는 개인 소득에 대해	1.75
퍼센트의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추가 세금으로 징수된	
세입을 통해 탄소 무배출 차량	
프로그램과 산불 대응 및 예방	
활동을 지원할 것입니다.

귀하의 투표가 갖는 의미

발의안 $2백만이 넘는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 인상을 통해 
공기 오염 감소 및 산불 예방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을 
제공합니다. 발의 법률.30

주장

반대 발의안	30은	20년	
동안 세금을 최대	

$900억까지 인상하여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납부하는	
비용이 증가합니다.	발의안	30은	
이미 순환 정전의	
위험에 처해 있는 전력망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입니다.	
납세자,	교사,	중소기업과 함께 이	
불필요한 세금 인상을	
거부하십시오.	
발의안	30에 반대하십시오!

찬성 산불은	
캘리포니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30은	
산불 예방 및 청정 공기	
프로그램에 기금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부유한 캘리포니아 주민들
(연 소득$	2백만 초과)에게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산림 관리,	
더 많은 소방관 및 장비에 기금을	
지원합니다.	소비자가 탄소	
무배출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고,	주 전역에 충전소를	
만듭니다.	감사,	처벌로 엄격한	
책임을 부과합니다.	주 소방관,	
환경 단체,	에너지 전문가를	
지원합니다.

찬성
Suzanne	Jimenez
신장 투석 환자 보호를 위한	
캘리포니아 주민들—발의안	29
에 찬성하십시오.	서비스 직원	
국제 연맹	-	UNITED	
HEALTHCARE	WORKERS	
WEST	후원

777	S.	Figueroa	Street,	
Suite	4050,	Los	Angeles,	CA	
90017
(323)	888-8286
info@YesOn29.org
http://www.YesOn29.org

반대
또 하나의 위험한 투석 발의안인	
발의안	29에 반대하십시오	

(800)	578-7350
info@NoProp29.com
NoProp29.com

추가 정보

반대
발의안	30에 반대하십시오
(916)	209-0323

추가 정보

찬성
Clean	Air	California
www.Yeson30.org
info@yeson30.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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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특정 가향 담배 제품의 소매 판매를 금지하게 될 2020년 
법에 대한 주민 투표입니다.31

요약	 청원서명에 의한 투표용지 상정
특정 가향 담배 제품의 소매 판매를 금지하는	2020년 법에 대해	"
예"는 찬성 투표,	"아니오"는 반대 투표를 나타냅니다.		
재정적 영향:	주 정부의 담배 세입이 연간 수천만 달러에서 연간 약	
$1억까지 감소합니다.

반대 발의안	31은	
성인에게 금지되는	

사항입니다.	만	21세 미만인	
사람에게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이미 불법입니다.	발의안	31은	
4년 동안 납세자들에게	$10억을	
지출하는 반면,	범죄 조직은	
증가하는 밀수 및 지하 시장을	
통제하여 이익을 얻고,	이는 더	
많은 지역 범죄로 이어집니다.	
금지한다고 해서 효과가	
발휘되지 않습니다.	
발의안	31에 반대하십시오.

찬성 발의안	31에 대한	
찬성은 전자 담배와	

민트 멘솔 담배를 포함한 사탕 맛	
담배 판매를 종료하여 아이들을	
보호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의	80%는 가향 담배	
제품으로 담배를 시작했습니다.	
발의안	31에 찬성하면 담배 관련	
의료비를 절약하여 생명을	
구하고 납세자의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장

아니오 이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가 갖는 의미:	대면		매장과	
자판기에서 다른 연방,	주 및 지방	
정부 규칙에 따라 허용되는	
대부분의 가향 담배 제품과 담배	
제품 가향 강화제를 계속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가 갖는 의미:	대면	

매장과 자판기에서 대부분의	
가향 담배 제품과 담배 제품 가향	
강화제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투표가 갖는 의미

빠른 참조 안내서

찬성
발의안	31에 찬성하십십시오.	
캘리포니아 어린이 보호 위원회

555	Capitol	Mall,	Suite	400
Sacramento,	CA	95814	
Info@YesonProp31.com	
VoteYeson31.com

반대
VoteNoOnProp31.com

추가 정보

우표가 필요 없습니다!
모든 캘리포니아 우편 투표용지에는 선납된 우표가	
인쇄된 반송 봉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무료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우편투표용지를 작성한 다음,	반송 봉투에	
넣고 봉투를 밀봉하여 지정된 라인에 서명을 한 후	
우편함 또는 안전한 투입함에 넣거나 투표소,	투표센터	
또는 카운티 선거 사무소에	2022년	10월	11일부터	11
월	8일 오후	8시까지 보내주십시오.

투표장소 또는 투표 센터 
찾기
투표장소와 투표 센터는 카운티 선거 관리인들이	
설치합니다.	선거일로부터 몇 주 전에 우편으로	
수령하시게 될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서	
투표장소의 주소나 투표 센터의 위치를 찾아보십시오.

또한,	주 국무부 웹 사이트인	vote.ca.gov
를 방문하시거나,	무료 유권자 직통 전화인	
(866)	575-1558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GOVOTE(468683)에	"Vote"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투표장소 또는 가장 가까운 투표 센터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11월	8일 총선거의 선거	
결과는 오후	8시에 투표가 마감된	
후에 캘리포니아 주 국무장관	
선거 결과 웹사이트	https://
electionresults.sos.ca.gov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오후	8시에 게시되기	
시작하여 선거일 밤 내내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이후 며칠	

동안 카운티에서 남은 투표지를 집계하면서 집계 기간	
동안 매일 오후	5시에 결과를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선거의 공식 결과는	2022년	12월	16일까지	
www.sos.ca.gov/elections/에 게시됩니다.

www.sos.ca.gov/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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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하지 말고,	오늘 투표하세요!
카운티 선거위원회 공무원은 늦어도 2022년 8월 10일부터 캘리포니아 주 유권자들에게 우편 투표용지를 
보낼 예정입니다. 
우편 투표 기간은 투표용지가 우편으로 도착하자마자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일찍 알려주십시오! 
10월 11일 투표기간부터 11월 8일 투표 마감기한까지 우편 투표 용지를 반송하십시오. 

우편투표는 간편합니다.	
민주주의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다음 5가지 간단한 단계를 따르십시오:

기입하세요.
우편 투표 용지에 여러분의 선택을 표시하십시오.
봉인하세요.	
귀하의 카운티 선거 사무소에서 보내온 우편투표 반송 봉투에 투표용지를 안전하게 넣으십시오.
서명하세요.	
우편 투표용지 반송 봉투 외부에 서명하십시오.
서명은 CA 운전면허증/주 ID에 표기된 서명 또는 유권자 등록 시에 표기하신 서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카운티 선거 사무소에서는 귀하의 투표용지를 집계하기 전에 해당 서명들을 대조합니다.
반송하세요.	
투입함 이용—투표한 우편 투표용지를 10월 11일부터 11월 8일 투표 마감기한까지 해당 카운티에 
있는 안전한 공식 투입함에 투입하십시오.
우편 반송—우편 투표용지 반송 봉투에 11월 8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히도록 하십시오. 우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직접 제출—투표한 우편 투표용지를 11월 8일 오후 8시까지 안전한 투입함, 투표장소, 투표 센터 
또는 카운티 선거 사무소에 제출하십시오. 투표소는 선거일 이전에 모든 카운티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서는 유권자 등록, 대체 투표용지, 장애인 이용이 가능한 투표 기기 및 언어 
지원이 제공됩니다.
추적하세요.	
WheresMyBallot.sos.ca.gov에 등록해서 문자(SMS), 이메일 또는 음성 통화로 귀하의 우편투표 
용지에 대한 최근 상황을 업데이트받을 수 있습니다.

Vote-by-mail	
Official	ballot 
공식 우편 투표 
용지

Franklin	County	
Elections	Department	
4321	Franklin	Avenue	
Franklin,	HN	99999-1234

RETURN	SERVICE	REQUESTED

OFFICIAL	VOTE-BY-MAIL	BALLOT	MATERIAL

Valent ina Q.  Voter
5678 Seventh Ave,  Apt 9863 
Frankl in ,  HN 99999 –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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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10일 전부터 직접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 Alameda
• Amador
• Butte
• Calaveras
• El Dorado
• Fresno
• Kings
• Los Angeles
• Madera
• Marin
• Mariposa
• Merced
• Napa
• Nevada

• Orange
• Riverside
• Sacramento
• San Benito
• San Diego
• San Mateo
• Santa Clara
• Santa Cruz
• Sonoma
• Stanislaus
• Tuolumne
• Ventura
• Yolo

캘리포니아 주의 유권자는 선거 전에 자동으로 투표 용지를 
수령하게 됩니다. 유권자 선택법(VCA) 적용 카운티에 거주하는 

경우 투표 방법에 대한 옵션은 더 많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CAEarlyVoting.sos.ca.gov를 방문하거나 
(866) 575-1558로 전화하십시오.

VCA.SOS.CA.GOV

투표 기간 및 투표 방법의 증가 
캘리포니아 주 유권자 선택법

우편 투표:
수령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반송하십시오!

투입함 사용:
선거일 28일 전부터 안전한 

투입 위치에 투표용지를 
투입하십시오.

직접 투표:
• 선거 10일 전부터 

카운티 내의 어느 
곳에서든 직접 
투표하십시오.

• 투표 등록을 하고 
당일에 투표하십시오.

• 투표용지를 
투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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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국무부는 이제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우편 투표용지의 상태를 확인하고 
알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Where’s My Ballot? (내 투표용지는 어디에?)" 
도구를 사용하여 유권자는 자신의 투표용지의 위치와 상태를 포함한 모든 단계를 알 수 
있습니다. WheresMyBallot.sos.ca.gov 에 등록하십시오.

“내 투표용지는 어디에?”에 가입하면, 카운티 선거 사무소의 다음 상태에 대한 자동 
업데이트를 받게 됩니다:

• 본인의 투표용지를 발송할 때
• 본인의 투표용지를 수령할 때
• 본인의 투표용지를 집계할 때
• 본인의 투표용지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WheresMyBallot.sos.ca.gov 에 등록한 유권자는  
자동 업데이트 수신 방법으로 다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 문자 메시지(SMS)
• 음성 전화

투표용지 현황 확인	
—우편 발송,	수령 및 집계 시점 확인—	

매우 쉬워졌습니다.	

WheresMyBallot.sos.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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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제목 및 요약 / 분석

발의안 생식의 자유에 대한 헌법의 권리.  
입법부 헌법 개정안. 

 1
공식 제목 및 요약 법 무 장 관  작 성

배경
연방정부 법 
최근 법원 사례로 인해 낙태권이 더 이상 미국 
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미국 
대법원은 미국 헌법은 일반적으로 낙태권을 
보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결과, 각 주에서 
낙태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6월에 미국 
대법원은 미국 헌법이 낙태권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각 주에 
낙태를 허용, 제한 또는 금지할지 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더 부여되었습니다.  

연방정부 법은 피임에 대한 권리를 보호합니다. 
미국 대법원은 미국 헌법이 피임제(예: 
콘돔, 경구 피임약 및 기타 피임 제품)를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연방정부 법에 따라 
대부분의 건강 보험 플랜은 피임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주법 
주법은 생식에 관한 개인 정보에 대한 권리를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 헌법은 모든 사람에게 
개인 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지만, 이 권리가 
무엇을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이러한 

• 기존 캘리포니아 법은 모든 개인에게 
개인적인 생식 결정에 대한 사생활 보호의 
기본권이 있음을 규정하며, 이는 낙태를 
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기본권과 피임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기본권을 
포함합니다. 

• 본 법안은 캘리포니아 헌법을 개정해 이러한 
기본권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가장 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개인 생식의 자유에 
대한 주 정부의 거부 혹은 간섭 행위를 
금지합니다. 

• 본 개정안을 통해 사생활 보호와 동등한 
보호에 대한 기존 캘리포니아 헌법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며, 해당 권리를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법 분석가가 예상하는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에 
미칠 순 재정적 영향에 대한 요약: 
• 생식권은 이미 주 법으로 보호받고 있어 

직접적으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입법 분석가의 분석

이 법안의 내용은 77페이지와 주 국무장관 웹 사이트  
voterguide.sos.ca.gov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원헌법 개정안(SCA) 10(발의안 1)에 대한 입법부의 최종 투표
(2022년 법령, 제97장)

상원: 찬성 29표 반대 8표

하원: 찬성 58표 반대 17표



1

발의안 1의 전문은 77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분석 | 13

입법 분석가의 분석 계 속

개인 정보 권리에 낙태 또는 피임제 사용 
여부와 같은 생식에 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추후 주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주법은 낙태에 몇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이 개인 정보 권리를 해석한 
방식으로 인해, 주에서는 공중 보건 및 안전과 
같은 특정 주의 이익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할 때만 
낙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낙태 시술 제공자는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생존 가능한 태아에 대해서는 
임신으로 인해 임신한 사람의 건강이나 생명이 
위험할 경우에만 낙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주법에 따라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면 
태아는 생존 가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에서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위해 의료비 
지불을 지원합니다. 
캘리포니아는 많은 저소득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Medi-Cal로도 알려진 
연방-주 Medicaid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이 
있는 저소득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건강 
보험을 제공합니다. Medi-Cal이 보장하는 
의료 서비스에는 낙태와 피임제가 포함됩니다. 
주정부와 연방 정부는 피임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Medi-Cal 서비스 비용을 분담합니다. 그러나 
주에서는 낙태 비용에 대해서는 Medi-Cal을 
통해 전액 부담합니다.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Covered 
California를 통해 건강 보험에 가입합니다. 
약 2백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주의 건강 
보험 시장인 Covered California를 통해 
건강 보험 플랜에 가입합니다. 이러한 플랜이 
보장하는 의료 서비스에는 낙태와 피임제가 

포함됩니다. 주정부 및 연방 정부는 Covered 
California에 등록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플랜 가입 비용의 일부라도 지불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낙태를 보장하는 플랜 비용은 주에서만 
지불합니다. 

제안  
발의안 1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을 개정하여 
주 정부는 개인 생식의 자유를 거부하거나 
간섭할 수 없으며, 사람들은 다음 사항을 선택할 
기본권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 낙태 여부. 
• 피임제 사용 여부. 

재정적 영향 
직접적으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발의안 1은 캘리포니아 헌법을 개정하여 생식의 
자유에 대한 기존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함할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이미 캘리포니아에 
존재하기 때문에 발의안이 직접적으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생식권을 현행법보다 확대하자는 발의안을 
해석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합니다. 법원이 
발의안이 이러한 권리를 확대한다고 판결하면 
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 목록은 https://www.sos.ca.gov/

campaign-lobbying/cal-access-resources/
measure-contributions/2022-ballot-measure-

contribution-totals 를 참조하십시오.
위원회의 기부자 상위 10명을 확인하시려면 

https://www.fppc.ca.gov/transparency/
top-contributors.html 를 방문하십시오. 

생식의 자유에 대한 헌법의 권리.  
입법부 헌법 개정안.

발의안

1

https://www.sos.ca.gov/campaign-lobbying/cal-access-resources/measure-contributions/2022-ballot-measure-contribution-totals
https://www.sos.ca.gov/campaign-lobbying/cal-access-resources/measure-contributions/2022-ballot-measure-contribution-totals
https://www.sos.ca.gov/campaign-lobbying/cal-access-resources/measure-contributions/2022-ballot-measure-contribution-totals
https://www.sos.ca.gov/campaign-lobbying/cal-access-resources/measure-contributions/2022-ballot-measure-contribution-totals
https://www.fppc.ca.gov/transparency/top‑contributors.html
https://www.fppc.ca.gov/transparency/top‑contributor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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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생식의 자유에 대한 헌법의 권리.		
입법부 헌법 개정안.1

★  발의안 1에 찬성하는 주장  ★

★  발의안 1에 찬성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  ★

발의안	1은 낙태권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납세자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게	
만들 것입니다.	
헌법 변호사인	Heather	Hacker는	“캘리포니아 법은 이미	
낙태와 피임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임신 후기 낙태를	
제한하는 주법과 달리 발의안	1은 임신 후기 낙태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른 헌법 개정과 마찬가지로 발의안	1은 수많은 고소와	
소송을 겪을 것이며,	그 운명은 사법적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로 판사들이 이 문제를 결정하기를 원하십니까?	
발의안	1이 임신 후기 낙태를 제한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사실이 아닙니다.	발의안	1은 임신 후기 낙태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발의안	1을 직접 읽어보십시오.	이 발의안에는 임신 후기	
낙태를 제한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세금이 낙태	
기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지도 않습니다.	
입법부는 이미 올해 낙태 기금을	$2억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나 발의안	1	지지자들은 그 금액이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발의안	1이 발효되면,	캘리포니아	

납세자들이 낸 돈으로 낙태를 원하는 다른 주에서	
오는 이들의 수가 급증할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불공평합니다.		
The	San	Jose	Mercury	News	에 따르면 샌디에고,	
리버사이드 및 임페리얼 카운티에 있는 클리닉에서 이미	
애리조나에서 온 낙태 신청 여성이	1,2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의안	1은 여성의 생식에 대한 자유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수백만 달러의 세금 낭비입니다.	이 발의안은 임신 후기	
낙태를 제한없이 허용하고,	몇 년이 걸리고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소모될 수 있는 장기간에 걸친 법정 다툼을 불러올	
것입니다.	
납세자와 기존 낙태권을 보호하고,	임신 후기 낙태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을 유지하기 위해 발의안	1에	“반대”로	
투표하십시오.	
Allison Martinez,	전무 이사
California	Alliance	of	Pregnancy	Care	
Brad Dacus,	회장	
Pacific	Justice	Institute	
Dr. Vansen Wong,	산부인과 의사

발의안	1에 찬성 투표하십시오.	
간단합니다.	발의안	1은 낙태에 대한 기본권과 피임에 대한	
기본권을 캘리포니아 주 헌법에 명시할 것입니다.	
거의	50년 동안 미국인들은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생식	
건강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한	Roe	v.	Wade	가	
정한 법적 원칙에 의존해 왔습니다.	낙태에 대한 접근은 더	
이상 연방 정부에서 보호하지 않으며 전국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발의안	1에 찬성하십시오.	생식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십시오.	
발의안	1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을 개정하여 생식 건강에	
관한 개인의 선택에 대한 간섭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이 발의안은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피임제에 대한 접근을 보호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법에 따른	
개인 정보 보호 및 평등한 보호에 대한 기존 주 헌법의 권리와	
일치합니다.	
발의안	1에 찬성하는 것은 낙태를 포함한 포괄적인 생식 건강	
관리를 추구하는 선택이 항상 캘리포니아에서 보호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다른 주에서는 수백만 명이 이미 낙태권을 잃었습니다.	
다른 주에서는 유산한 경우에도 낙태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환자들을 교도소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강간이나 근친상간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낙태를	
금지받습니다.	낙태 서비스를 제공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도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 및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모두 찬성합니다.	
발의안	1에 대한 찬성은 정치적 의제가 아닌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개인과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생식에 대한	
의학적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합니다.		

또한,	발의안	1은 개인이 피임제 사용을 결정하는 방법을	
보호하고 개인의 필요에 따라 피임제 사용 방법 또는 거부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가드레일을 확립합니다.	
우리는 퇴보할 수 없고,	퇴보해서도 안 됩니다.	
1973년 이전에,	필수적인 생식 건강 관리가 필요한 여성들은	
가장 극단적인 경우 종종 장거리를 이동하여 치료받거나 불법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오늘날 자라나는 아이들이 자신의 조부모보다 더 적은 권리를	
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의안	1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캘리포니아에서 우리의 권리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낙태를 포함한 저렴하고 포괄적인 생식 건강 관리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발의안	1에 대한 찬성은 개인과 가족에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치료에 대한 접근을 보호합니다.	
California	Medical	Association,	Planned	Parenthood	
Affiliates	of	California,	및	League	of	Women	Voters	of	
California는 정당이 정부를 통제하든지 캘리포니아에서	
낙태 또는 피임에 대한 개인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발의안	1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YESon1CA.com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의안	1에 찬성 투표하십시오.	
Shannon Udovic-Constant, M.D.,	이사회 의장
California	Medical	Association	
Jodi Hicks,	회장
캘리포니아의 가족계획협회	
Carol Moon Goldberg,	회장
캘리포니아 여성 유권자 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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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의 자유에 대한 헌법의 권리.		
입법부 헌법 개정안.

발의안

1
★  발의안 1에 반대하는 주장  ★

★  발의안 1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  ★

발의안	1은 낙태권을 포함한 생식 건강 관리가 주 헌법에서	
보호되도록 보장합니다.	이 개정안은 사람들에게 낙태와	
피임제에 접근할 자유가 있다고 주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최근에 보수적인 미국	
대법원에 의해 박탈된 것처럼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그러한	
권리가 박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자들에게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퇴보할 수	
없습니다.	
발의안	1은 캘리포니아에서 개인이 낙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시기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기존 캘리포니아 법은 여성에게 태아의 생존가능 시점	
이전에 낙태를 선택하거나,	여성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1은 이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반대자들의 겁주는 전술에 속지 마십시오.	
발의안	1은 주 헌법을 개정하여 개인의 생식 건강 관리에	
대한 선택과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한 간섭을	
금지합니다.	

낙태와 피임에 대한 결정은 매우 사적인 것입니다.	전문가의	
지침을 제공할 수 있고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준수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발의안	1은 그런 권리를 보호합니다.
캘리포니아를 퇴보하게 하지 마십시오.	미국 대법원이	
Roe	v.	Wade	판결을 뒤집으면서 과학,	안전 및 평등에 등을	
돌린 반면,	발의안	1은 포괄적인 생식 건강 관리를 추구하는	
선택이 캘리포니아에서 항상 보호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생식에 대한 의학적 결정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정치에서	
자유로운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내려야 합니다.	
YESon1CA.com	
발의안	1에 찬성 투표하십시오.	
Sandy Reding, R.N.,	회장
캘리포니아 간호사 협회	
Kelly McCue, M.D.,	제	IX	지역구 의장
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Cary Franklin, J.D.,	교수진 디렉터
UCLA	생식 건강,	법률 및 정책 센터	

이 주장에 서명하는 사람들은 낙태를 포함한 많은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발의안	1이 제한 없는 임신 후기 낙태를	
허용하여 납세자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극단적이고,	비싸고,	무의미한 세금 낭비라는 데 동의합니다.	
이 발의안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발의안	1이 투표용지에 포함된 이유는 단 한 가지로,	진지한	
정책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점수를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현행 캘리포니아 법에서 여성들에게는 이미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 대법원 판결은 이 권리를 바꾸지 않았고	
앞으로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발의안	1은 여성의 건강이나	
생식권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낙태는 이미 합법이며,	임신 후기 낙태는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허용되어 합리적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발의안	1은 이 중요한 균형을 무너뜨리고 가능한 가장	
극단적인 낙태법을 우리 주 헌법에 포함할 것입니다.	
발의안	1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지 않은 경우,	심지어 건강한	
아기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경우에도 출생 순간까지	
어떠한 이유로든 제한 없이 납세자들이 낸 비용으로 후기	
낙태를 허용할 것입니다.	
발의안	1은 우리 주의 자비롭고 신중하게 균형 잡힌 임신	
후기 낙태 제한을 유지하는 대신 캘리포니아를 주류에서 멀리	
벗어나게 것입니다.	오늘날,	캘리포니아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주와	47개의 유럽 국가는 임신 후기 낙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Harris	Poll에 따르면 미국인의	90%가	
임신 후기 낙태 제한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유권자들도 임신 후기 낙태 제한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의안	1은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하여 납세자들에게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캘리포니아를 다른 주에서 온 수천,	

어쩌면 수백만 명의 낙태 신청자들을 위한	“보호 주”로 만들	
것입니다.		
낙태 찬성론자인	Guttmacher	Institute는 캘리포니아에서	
낙태를 신청하는 다른 주에서 온 사람들의 수가 거의	3,000%	
증가하고,	많은 사람들이 더 비용이 많이 드는 임신 후기	
낙태를 신청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른	
주에서 캘리포니아로 온 연간 환자 수는 연간	46,000명에서	
140만 명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임신 후기 낙태에 대한 제한이 없는 발의안	1은 다른 주에서	
온 연간 환자 수가 더욱 증가하게 만들어 납세자들이	
인플레이션과 치솟는 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수백만 달러를 낭비하게 할 것입니다.	
입법부는 이미 낙태 및 출산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2억이 넘는 금액을 약속했으며,	여기에는 다른 주에서	
온 낙태 신청자들을 위한 수천만 달러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주에서 온 낙태를 원하는 사람들의 수가	
3,000%	증가하면서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가 더 필요할 것입니다.
발의안	1은 여성의 건강이나 선택권을 증진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극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발의안입니다.	이 발의안은 납세자들을 힘들게 하고,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을 무시하며 임신 후기 낙태에	
대한 모든 제한을 없앱니다.	
발의안	1은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점수를 얻기 위해	
투표용지에 포함된,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정치적 쇼를 위한	
행위입니다.	납세자들은 언제나처럼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발의안	1에 대한	“반대”	투표를 권고합니다.	이	
발의안은 마땅히 물리쳐야 합니다.	
Dr. Anne Marie Adams,	산부인과 의사
Tak Allen,	회장
International	Faith	Based	Coalition
의회의원 Jim Patt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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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원주민 구역에서 직접 행하는 룰렛, 주사위 게임, 스포츠 도박을 
허용합니다. 헌법 개정 발의 및 법령. 26

공식 제목 및 요약 법 무 장 관  작 성

배경
캘리포니아에서의 도박. 캘리포니아 헌법과 주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도박을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주법은 스포츠 도박, 룰렛 및 주사위 게임(예: 크랩스)
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일부 도박은 허용합니다. 
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주 복권. 모든 58개 카운티에 있는 약 
23,000개 매장에서 주 복권 게임을 
판매합니다. 상금 및 운영비를 제외한 복권 
판매 금액으로 교육을 지원합니다. 작년에 약 
$19억의 복권 세입으로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 카드게임방. 현재 32개 카운티에 있는 84개 
카드게임방에서 특정 카드 게임(예: 포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카드게임방은 주 및 지방 
정부에 수수료와 세금을 지불합니다. 예를 들어, 
카드게임방은 규제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연간) 약 $2,400만을 주 정부에 지불합니다. 
또한, 카드게임방은 해당 카드게임방이 있는 
도시에 매년 약 $1억을 지불합니다.

• 경마 도박. 17개의 카운티에서 4개의 개인 운영 
경마장과 29개의 박람회, 공공 운영 경마장 및 
기타 시설에서 경마 도박을 제공합니다. 경마 
산업은 주 및 지방 정부에 수수료와 세금을 
지불합니다. 작년에 업계는 주로 주 정부 규제 
비용에 대한 수수료로 약 $1,800만을 주 
정부에 지불했습니다. 

• 원주민 부족 카지노. 원주민 부족은 해당 
부족과 주 정부가 맺은 특정 협약에 따라 
28개 카운티에서 66개의 카지노를 운영합니다
(아래에서 논의). 이 카지노는 원주민 부족 
구역에서 슬롯 머신, 복권 및 카드 게임을 
제공합니다. 작년에 부족들은 주 정부의 규제 
및 도박 중독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약 
$6,500만을 지불했습니다. 또한, 부족들은 매년 
지방 정부에 수천만 달러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더 큰 카지노를 운영하는 부족은 카지노를 
운영하지 않거나 350개 미만의 슬롯 머신을 
보유한 부족들에게 매년 거의 $1억 5천만을 
지불합니다. 

• 주 정부가 승인한 도박 협정이 허가를 받은 경우, 
원주민 구역 현지에서 직접 행하는 룰렛, 주사위 
게임, 스포츠 도박을 연방 정부가 인정한 원주민 
부족이 운영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 인가를 받은 특정 경마장을 4개의 카운티에서 
만 21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도박을 
허용하고, 해당 경마장에서의 스포츠 도박 이익에 
대해 10%의 세금을 부과하며 세입을 주 정부의 
일반 기금(70%), 문제성 도박 프로그램(15%) 및 
집행(15%)에 할당합니다. 

• 만 21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스포츠 도박 
마케팅을 금지합니다. 

• 특정 도박 관련 법 집행을 위한 개인에 의한 
소송을 허용합니다. 

입법 분석가가 예상하는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에 미칠 순 재정적 영향에 대한 요약: 
• 경마장과 부족 카지노 스포츠 도박 결제와 도박 

관련 벌금으로 인한 주 정부의 세입 증가분이 연간 
수천만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해당 세입 중 
일부는 주 정부의 기존 세입에서 전환하게 됩니다. 

• 대면 스포츠 도박을 규제하기 위한 주 정부의 
비용 증가가 연간 수천만 달러 초반대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는 주 
정부의 세입 증가로 상쇄될 수 있습니다. 

• 도박 관련 법을 집행하기 위해 증가한 주 정부의 
비용은 연간 수백만 달러 초반대를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비용의 일부는 주 정부의 세입 
증가로 상쇄될 수 있습니다. 

입법 분석가의 분석

이 법안의 내용은 77페이지와 주 국무장관 웹 사이트  
voterguide.sos.ca.gov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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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26의 전문은 77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분석 | 17

입법 분석가의 분석 계 속

원주민 부족-주 정부 협약. 미국 원주민 부족은 
도박을 제공할 수 있는 특정 권리 등 연방정부 
법에 따라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특정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1) 연방법 및 (2) 원주민 
부족과 주 정부 간의 연방 승인 협정(원주민 부족-
주 정부 계약으로 알려져 있음)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주 정부에서 원주민 
부족 도박을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주민 부족이 자신의 구역에서 도박을 제공하려면 
연방정부 법에 따라 주 정부와 협약을 협상해야 
합니다. 원주민 부족과 주정부가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연방 정부가 대신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협약을 통해 부족 카지노가 
부족 구역에서 슬롯 머신 및 기타 게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협약은 도박의 규제 방법을 제시합니다. 
또한 이 협약에 따라 주 및 지방 정부에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현재 79개의 부족과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부족들은 새로운 유형의 
도박이 주에서 합법화되는 경우에 해당 협약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 및 지방 정부의 도박법 집행. 캘리포니아 주 및 
지방 정부의 도박법은 다양한 방법으로 집행됩니다. 
예를 들어, 규제 기관은 주 1심법원에 제기된 민사 
소송을 통해 면허를 취소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거나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무부
(DOJ), 카운티 지방 검사 및 시 검사는 특정 
도박법을 위반한 사람을 상대로 주 1심법원에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간 필수 교육 지출. 캘리포니아 헌법에 따르면 
주 정부는 매년 K-12 학교와 커뮤니티 칼리지에 
최소 금액을 지출해야 합니다. 이 최소 금액은 주 
정부 세입, 경제 및 학생 출석률 증가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합니다. 주의 현재 예산에는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1,10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정부의 일반 기금은 현재 이 금액에 
대해 $800억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금은 주의 주요한 운영계좌이며, 교육, 
교도소, 의료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합니다.) 지방 정부 재산세도 이 최소 금액을 
충족하는 데 사용됩니다. 

제안 
발의안 26은 경마장과 부족 카지노에서 현장 
스포츠 도박을 허용합니다. 스포츠 도박을 제공하는 
경마장과 카지노는 주 정부의 규제 비용을 지원하는 
것처럼 주 정부에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발의안은 부족 카지노에서 룰렛과 같은 추가 
도박도 허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발의안은 특정 주 
도박법을 집행하는 새로운 방법을 추가합니다. 
경마장과 부족 카지노에서 현장 스포츠 도박을 
허용합니다. 발의안 26은 캘리포니아 헌법과 주법을 
개정하여 주의 개인 운영 경마장과 부족 카지노에서 
스포츠 도박을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이 
발의안은 고등학교 경기 및 캘리포니아 대학 팀이 
참가하는 경기와 같은 특정 스포츠에 대한 도박은 
금지합니다. 그림 1은 스포츠 도박을 제공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 장소를 보여줍니다. 

• 경마장에 대한 요구 사항. 발의안은 주에 
있는 4개의 개인 운영 경마장에서 만 21세 
이상인 사람들에게 스포츠 도박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모든 도박은 트랙에서 직접 
해야합니다. 또한, 발의안은 경마장이 스포츠 
도박에서 매일 상금을 제한 금액의 10%를 주 
정부에 지불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지불금은 
새로운 캘리포니아 스포츠 도박 기금(CSWF)에 
사용될 것입니다. 

• 원주민 부족 카지노에 대한 요구 사항. 이 
발의안에는 스포츠 도박을 제공하기로 선택한 
부족 카지노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도박은 부족이 
허용하도록 주 정부와 체결한 협약을 변경한 
후에만 부족 구역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각 
부족의 협약에는 따라야 하는 요구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계약은 도박을 
할 수 있는 최소 연령, 주 및 지방 정부에 대한 
지불금, 부족 지불금의 새로운 CSWF에 대한 
할당 여부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지불금이 
새로운 CSWF에 할당되지 않는다면 발의안은 
부족이 적어도 부족 카지노에서 스포츠 
도박을 규제하는 비용을 주 정부에 지불하라고 
요구합니다. 

원주민 구역에서 직접 행하는 룰렛, 주사위 게임, 스포츠 도박을  
허용합니다. 헌법 개정 발의 및 법령.

발의안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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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원주민 구역에서 직접 행하는 룰렛, 주사위 게임, 스포츠 도박을 
허용합니다. 헌법 개정 발의 및 법령.26

CSWF 세입의 구체적인 사용 요구. 발의안 26에 
따르면 CSWF 세입을 주 정부 세입으로 간주하여 
매년 K–12 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에 대한 최소 지출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CSWF 자금이 교육에 
필요한 지출 수준을 충족하는 데 먼저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의안에 따르면 그 다음으로 해당 
자금을 주 정부 규제 비용을 지원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남은 자금은 (1) 도박 중독 및 정신 건강 
프로그램과 보조금에 15퍼센트, (2) 스포츠 도박 및 
도박 집행 비용에 15퍼센트, (3) 주 정부 일반 기금에 
70퍼센트라는 세 가지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원주민 부족 카지노에서 
추가 도박 허용. 발의안 26은 
캘리포니아 헌법을 개정하여 부족 
카지노에서 룰렛과 주사위 게임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게임을 
제공하기 전에 주 정부와 맺은 
부족 협약을 변경하여 룰렛과 
주사위 게임을 허용하게 해야 
합니다. 
새로운 집행 방법 추가. 발의안 
26은 특정 유형의 카드 게임을 
금지하는 법처럼 특정 주 
도박법을 집행하는 새로운 방법을 
추가합니다. 특히, 누군가가 이런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주 1심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위반 건당 최대 $1만의 
벌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위반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사 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개인 
또는 단체가 먼저 DOJ에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 다음, (1) DOJ
가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2) 법원이 DOJ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징수한 
벌금은 위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CSWF에 할당합니다. 

재정적 영향 
발의안 26은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의 세입 및 비용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발의안이 미칠 영향의 
실제 크기는 불분명하지만, 그 크기는 발의안이 
어떻게 해석되고 실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도박을 허용하도록 원주민 부족-
주 정부 협약을 변경하면 지방 정부에 추가 지불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또한, 재정적 
효과는 스포츠 도박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수와 

그림 1

스포츠 베팅을 허용하는 경마장과 원주민 
카지노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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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민사 집행 방법이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주 정부 세입 증가. 발의안 26은 경마장 및 원주민 
부족 스포츠 도박 지불금과 민사 벌금으로 주 정부 
세입이 증가하게 할 것입니다. 이 증가 규모는 
불확실하지만 연간 수천만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세입의 일부는 새로운 세입입니다. 예를 들어, 주 
정부는 현재 불법 스포츠 도박에서 세입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스포츠 도박을 하게 될 때, 주 정부에 새로운 세입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세입의 
일부는 새로운 세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 
정부는 현재 사람들이 복권이나 쇼핑처럼 특정 
물건에 돈을 지출할 때 세입을 거둡니다. 이는 
사람들이 스포츠 도박을 하려고 복권이나 쇼핑에 
지출을 줄이면 주 정부에서 새로운 세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가한 세입 중 일부는 CSWF에 할당됩니다. 이는 
K–12 학교와 커뮤니티 칼리지에 필요한 최소 
지출액보다 더 많은 지출을 초래합니다. CSWF 
자금의 약 40퍼센트는 이렇게 더 높은 최소 지출 
금액을 충족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나머지 
60퍼센트는 스포츠 도박 및 도박 관련 비용과 기타 
주 정부 지출 우선 순위에 사용될 것입니다. 
지방 정부의 세입에 미치는 영향. 발의안 26은 
지방 정부의 세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게임방은 새로운 민사 집행 방법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 수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카드게임방이 있는 도시에 
지불하는 세금과 수수료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 정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카드게임방에서 얻는 세입이 많은 
일부 지방 정부에게는 영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도시가 카드게임방에서 납부하는 
지불금이 일반 기금 세입의 약 70퍼센트라고 추정해 
봅니다. 동시에, 스포츠 도박을 허용하도록 원주민 
부족-주 정부 협약을 변경하면 지방 정부에 추가로 
부족 지불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 정부 규제 비용 증가. 발의안 26은 스포츠 도박을 
규제하기 위해 주 기관(예: DOJ)에 더 많은 업무를 
부여할 것입니다. 업무량은 어떤 타입의 도박이 
허용되지 않는가와 같이 스포츠 도박이 규제되는 

원주민 구역에서 직접 행하는 룰렛, 주사위 게임, 스포츠 도박을  
허용합니다. 헌법 개정 발의 및 법령.

발의안

26

방식에 따라 대부분 달라질 것입니다. 이 추가 업무에 
필요한 총비용은 연간 수천만 달러 초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는 CSWF 
세입과 CSWF에 포함되지 않는 주 정부에 대한 부족 
지불금으로 상쇄될 것입니다. 
주 정부 집행 비용 증가. 새로운 민사 집행 방법은 
DOJ와 주 법원에 더 많은 업무를 부여할 것입니다. 
DOJ는 도박법이 위반되고 있다는 주장을 검토하고 
이에 대응해야 합니다. 주 법원은 제기된 민사 소송도 
처리해야 합니다. 총 주 정부 집행 비용은 새로운 
민사 집행 방법이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지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용 증가는 연간 
수백만 달러 초반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금액은 
주 정부의 일반 기금 예산의 0.5퍼센트 미만입니다. 
해당 비용의 일부는 CSWF 세입으로 상쇄될 수 
있습니다. 
다른 재정적 영향. 발의안 26은 주 정부와 지방 
정부에 다른 재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주에서 와서 스포츠 도박을 하는 사람들과 
스포츠 도박을 하지 않아도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 의해 주 및 지방 정부의 세입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및 지방 정부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 많은 사람들이 경마장이나 
카지노를 방문하면 주 및 지방의 법 집행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효과가 주 및 지방 
정부에 미치는 순 효과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 목록은 https://www.sos.ca.gov/

campaign-lobbying/cal-access-resources/
measure-contributions/2022-ballot-measure-

contribution-totals 를 참조하십시오.
위원회의 기부자 상위 10명을 확인하시려면 

https://www.fppc.ca.gov/transparency/
top-contributors.html 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sos.ca.gov/campaign-lobbying/cal-access-resources/measure-contributions/2022-ballot-measure-contribution-totals
https://www.sos.ca.gov/campaign-lobbying/cal-access-resources/measure-contributions/2022-ballot-measure-contribution-totals
https://www.sos.ca.gov/campaign-lobbying/cal-access-resources/measure-contributions/2022-ballot-measure-contribution-totals
https://www.sos.ca.gov/campaign-lobbying/cal-access-resources/measure-contributions/2022-ballot-measure-contribution-totals
https://www.fppc.ca.gov/transparency/top‑contributors.html
https://www.fppc.ca.gov/transparency/top‑contributors.html


26

20 | 주장	 이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주장은 작성자의 의견이며,	공식적인 기관에 의해 그 정확성이 확인된 바 없습니다.

발의안 원주민 구역에서		직접 행하는 룰렛,	주사위 게임,	스포츠 도박을	
허용합니다.	헌법 개정 발의 및 법령.26

★  발의안 26에 찬성하는 주장  ★

★  발의안 26의 찬성 주장에 대한 반박  ★

발의안	26을 통한 스포츠 도박 합법화		
발의안	26은 모든 도박에 대한 독점권을 확대하고,	대학 및 프로	
경기에 대한 스포츠 도박을 합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5개의 부유한	
부족 카지노가 후원하는 캘리포니아 도박의 대규모 확장입니다.
발의안	26은 더 많은 미성년자 도박 및 중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발의안	26을 통한 미규제 도박 확대		
발의안	26의 지지자들은 이 발의안이 도박에 대한 더 나은 규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애초에 도박이 대부분의 주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이러한 도박을 제공하는 부족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은	
캘리포니아 법을 준수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 환경품질법	• 차별 금지 및 성희롱 금지 법	• 최저임금법
어떤 사람들은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만	18세의 도박을 허용합니다!	
발의안	26:	대회 파괴		
발의안	26의 지지자들은 카드 클럽 대회가 문을 닫아야 하는 코로나	
기간에 영업을 하면서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사설 재판	
변호사에게 법무장관이 가진 집행 권한을 부여하여 하찮은 소송으로	

카드 클럽을 매장하려 함으로써 면허를 보유하고 규제를 받는 카드	
클럽을 폐업시키려 합니다.	
발의안	26은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피해를 제공		
발의안	26의 후원자들이 카드 클럽 대회를 폐업하게 할 수 있다면,	주	
정부는 유색인종 지역사회에 편중되는	32,000개의 일자리와 경찰,	
소방,	의료 및 방과 후 프로그램에 기금을 지원하는	$5억의 지방 정부	
세입을 잃게 될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캘리포니아 지역사회는	$16
억분량의 임금을 잃게 될 것입니다.	
발의안	26은 너무 형편없어서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은 이	
발의안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VoteNoOnProp26.org에서 확인하십시오.
Floyd Meshad,	회장
전국 퇴역군인 재단	
George Mozingo,	회장
California	Senior	Advocates	League	
Shavon Moore-Cage,	회원
American	Federation	of	State,	County,	and	Municipal	
Employees	Local	36	Management	Chapter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	민권,	기업,	공공 안전 지도자들은 발의안	
26에 찬성할 것을 장려합니다		
20년 넘게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원주민 부족의 편에 서서 부족	
구역에서 규제가 엄격한 도박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원주민	
부족에게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원주민 도박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육,	의료,	주택,	공공 안전,	문화 보존 등을 포함한 중요한 부족	
서비스에 수익을 제공하여 부족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발의안	26은 만	21세 이상인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규제가 엄격한	
원주민 카지노에서	대면	스포츠 도박을 승인하고,	원주민 카지노가	
룰렛 및 주사위 같은 추가 게임을 제공하도록 허용하여 이 유산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발의안	26.	원주민의 자립 장려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의 광범위한 연합은 발의안	26을 지지합니다.	
이 발의안이 작은 부족과 도박을 제공하지 않는 부족을 포함한 모든	
부족의 자립을 장려하기 때문입니다.		발의안	26은 캘리포니아의	
소규모의 가난한 원주민 부족에게 매년 수천만 달러를 제공하는 세입	
교부 계약을 위한 기금을 늘릴 것입니다.
“저는 원주민 도박 세입 교부가 우리 사람들에게 미치는 혁신적인	
영향을 직접 봤습니다.	이 세입 교부는 소규모 부족이 학교,	의료	
클리닉 및 소방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발의안	
26은 계속해서 우리 같은 부족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더 자립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Thomas	Tortez,	Torres	Martinez	Desert	
Cahuilla	Indians	부족 족장
발의안	26은 스포츠 도박을 승인하는 가장 책임감 있는 접근	
방식입니다	
발의안	26은 규제가 엄격한 부족 카지노와 면허를 보유한 경마	
시설에서 통제된 방식으로 스포츠 도박을 합법화할 것입니다.	스포츠	
도박을	대면으로 요구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도박을 방지하고 문제성	
도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연령 확인 안전 장치를	
제공합니다.	반면,	발의안	27은 캘리포니아에서	온라인 및 모바일	
스포츠 도박을 합법화하므로 사실상 모든 휴대전화,	태블릿 및	
노트북이 도박 기기로 전환되어 미성년자 도박 및 문제성 도박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발의안	26에 찬성 투표를,	발의안	27에 반대	
투표를 해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발의안	26.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얻게 되는 혜택	
캘리포니아의 부족 카지노는 매년 주 경제에	$269억을 벌어들이고,	
150,000개 이상의 일자리와	$124억의 임금을 지원하며,	주 및 지방	
정부에 거의	$17억의 세입을 기부합니다.	발의안	26은 원주민 부족과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을 위해 더 많은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발의안	26을 통한 공립학교 및 주 정부 우선순위 지원	
초당파적인	입법 분석가에 따르면 발의안	26은 공립학교,	노숙자	
및 정신 건강 프로그램,	산불 예방,	고령자 서비스 및 기타 주의	
우선순위와 같은 중요한 서비스에 매년 수천만 달러를 할당할일	
것입니다.
발의안	26에 캘리포니아의 도박법을 집행하고 범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 포함	
캘리포니아 법은 네바다 카지노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하우스	
뱅크 카드 게임을 금지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카드게임방	
카지노와 해당 카지노의 금융 자금 담당은 이 금지된 카드 게임을	
제공하여 불법 도박을 운영하고 대놓고 주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은 자금 세탁,	사기 및 범죄 행위로 이어집니다.	발의안	26은	
불법 도박을 단속하고 이러한 범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도박법 집행을 강화할 것입니다.
발의안	26에 찬성하십시오:	원주민 부족,	민권 지도자,	기업 및 공공	
안전 지지자들이 지지합니다		
•	American	Indian	Chamber	of	Commerce	•	캘리포니아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	•	캘리포니아 주 지방검사협회	
•	Yolo	County	Fire	Chiefs	Association	•	San	Diego	Police	
Officers	Association	•	La	Raza	Roundtable	of	California	
•California	Nations	Indian	Gaming	Association	•	Gold	Coast	
Veterans	Foundation	•	Baptist	Ministers	Conference	of	LA	and	
Southern	California
www.YesProp26.com
Beth Glasco,	부족 부의장
Barona	Band	of	Mission	Indians	
Tracy Stanhoff,	회장
American	Indian	Chamber	of	Commerce	
Greg Sarris,	부족장
Federated	Indians	of	Graton	Ranch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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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구역에서 직접 행하는 룰렛,	주사위 게임,	스포츠 도박을	
허용합니다.	헌법 개정 발의 및 법령.

발의안

26
★  발의안 26에 반대하는 주장  ★

★  발의안 26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  ★

발의안	26을 통한 부족 구역에서의	대면	스포츠 도박 승인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캘리포니아의 미국	
원주민 부족이 자신들의 부족 구역에서 안전하고 규제가 엄격한	
도박을 운영하도록 위임해왔습니다.	발의안	26은 원주민 부족이 부족	
카지노에서 대면 스포츠 도박,	룰렛 및 주사위 게임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발의안	26의	3장은 스포츠 도박을	“미성년 도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	21세 이상”으로 제한하려는 의도를 구체적으로	
나타냅니다.
“"캘리포니아의 원주민 카지노는 강력한 규제를 받으며	20년 넘게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도박을 운영해왔습니다.”—Richard	Schuetz,	
California	Gambling	Control	Commission	전 위원	
발의안	26을 통한 원주민의 자립 장려	
발의안	26은 부족 지역사회의 교육,	주택,	의료 및 기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 기금을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발의안	26은	
도박을 제공하지 않는 소규모 부족을 위해 매년 수천만 달러의 세입을	
보장할 것입니다.
카드게임방 카지노 운영자들이 인디언 부족과 발의안	26에 반대하는	
기만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발의안	26에 공격적으로 기금을 지원하는 카드게임방 카지노 운영자	
및 해당 도박 자금 담당은 자금 세탁 방지 법을 위반하고,	규제 기관을	
속이고,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그러나 카드게임방 카지노에 대한 주 정부의 감독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말썽꾼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발의안	26에 반대하는	
기만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발의안	26을 통한 불법 도박 중단 및 예방 지원	
불법 도박은 종종 마약 밀매,	자금 세탁,	고리대금업 및 폭력 범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발의안	26은 불법 도박을 막고 예방하기 위해	
법무부와 간소화된 절차를 수립합니다.	발의안	26은 단 하나의	
합법적인 사업체도 폐쇄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주민의 자립과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도박을 지지하기 위해 발의안	
26에 찬성하십시오.		
YESon26.com	
Maxine Littlejohn,	부족 의회 의원
Santa	Ynez	Band	of	Chumash	Indians	
Anthony Roberts,	부족장
Yocha	Dehe	Wintun	Nation	
Olin Jones,	전 이사
캘리포니아 법무부 소속 아메리카 원주민 사무국	

발의안	26은 프로 스포츠,	대학 및 아마추어 스포츠에 대한 도박을	
합법화할 캘리포니아 도박의 대규모 확장입니다.	5개의 부유한 부족	
카지노가 캘리포니아에서 도박에 대한 독점권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안	
26을 후원하여 수십억 달러를 더 벌고도 주 정부 세금으로는 사실상	
아무것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의안	26:	더 많은 미성년자의 도박 및 중독 야기	
만	21세 미만인 사람이 도박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주법에도	
불구하고 발의안	26의 후원처 중 한 곳은 정기적으로 만	18세의	
도박을 허용하고 있으며,	미성년 도박꾼들이 부족 카지노에서 대학 및	
프로 스포츠에 도박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발의안	26: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들	
발의안	26의 후원자들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단체 교섭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주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직원들에게 건강 보험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Medi-Cal에 가입하라고 권장하기도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캘리포니아의 차별금지 및 성희롱에 관한 법을	
준수하기를 거부한 이력이 있습니다.	발의안	26을 지지하는 한 부족의	
카지노는 슬롯머신을 추가하는 대가로 성희롱 소송에 대한 주권 면책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직원 중 한 명이 연방	
법원에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자 해당 카지노는 면책 특권을 주장하며	
판사에게 성희롱 소송을 각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발의안	26은 캘리포니아의 근로자 안전,	임금 및 시간,	
괴롭힘,	차별 금지법 및 규정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발의안	26에 반대 투표하는 데 동참해 주십시오.”—
Shavon	Moore-Cage,	American	Federation	of	State,	County	
and	Municipal	Employees	Local	36	Management	Chapter	회원	
발의안	26:	카드 클럽 폐업 유도 및 유색인종 지역사회에 피해 제공		
발의안	26은 주 정부가 카드 클럽 대회를 하지 말라고 한 코로나	
기간에 영업하면서 큰 이익을 얻은	5개의 부유한 남부 캘리포니아	
부족 카지노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카지노는 독점권을	
확대하고,	사설 재판 변호사에게 법무장관이 가진 집행 권한을	
부여하여 하찮은 소송으로 카드 클럽을 매장하게 주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면허를 보유하고 규제를 받는 카드 클럽을 완전히	
폐업시키려 합니다.	

발의안	26의 후원자들이 카드 클럽을 폐업하게 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주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유색인종 지역사회 중 일부는 경찰,	소방,	
의료 및 방과 후 서비스와 같은 필수 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하는	$5억의	
지방 정부 세입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사회는	32,000개의	
일자리,	$16억의 임금 및	$56억의 경제 규모를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원주민들의 자급자족할 권리를 지지하지만,	발의안	26은	
캘리포니아의 다른 유색인종 지역사회를 파괴할 것이기 때문에 이	
발의안에 반대합니다.”—Julian	Canete,	회장 및 최고 경영자(CEO),	
California	Hispanic	Chambers	of	Commerce	
발의안	26:	경마장에서의 도박 확대		
발의안	26은 스포츠 도박을 캘리포니아 전역에 있는 경마장으로	
확대하여 매년 말에 마약을 투여하고,	말을 학대하고 죽이는 사양	
산업을 살리기 위해 수백만 달러의 새로운 세입을 할당하면서 경마	
산업을 살리기 위해 교묘하게 고안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발의안	26에 반대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Madeline Bernstein,	회장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Los	Angeles	
(spcaLA)	
Jay King,	회장
캘리포니아 상공 회의소	
Floyd Meshad,	회장
전국 퇴역군인 재단	

이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주장은 작성자의 의견이며,	공식적인 기관에 의해 그 정확성이 확인된 바 없습니다.		 주장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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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제목 및 요약 법 무 장 관  작 성

배경 
스포츠 도박. 주 법은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스포츠 도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법은 원주민 부족 도박, 주 복권, 카드놀이방 및 
경마 도박과 같은 일부 도박을 허용합니다. 
원주민 부족 도박. 미국 원주민 부족은 도박을 
제공할 수 있는 특정 권리 등 연방정부 법에 따라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특정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1) 연방법 및 (2) 원주민 부족과 
주 정부 간의 연방 승인 협정(원주민 부족-주 
정부 계약으로 알려져 있음)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주 정부에서 
원주민 부족 도박을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주민 부족이 자신의 구역에서 
도박을 제공하려면 연방정부 법에 따라 주 
정부와 협약을 협상해야 합니다. 원주민 부족과 
주정부가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연방 정부가 대신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협약을 통해 부족 카지노가 부족 구역에서 슬롯 
머신 및 기타 게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협약은 도박의 규제 방법을 제시합니다. 또한 
이 협약에 따라 주 및 지방 정부에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부족들은 새로운 유형의 
도박이 주에서 합법화되는 경우에 해당 협약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현재 79개의 부족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부족은 현재 28개의 카운티에서 
66개의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부족들은 주 정부의 규제 및 도박 중독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약 $6,500
만을 지불했습니다. 또한, 부족들은 매년(연간) 
지방 정부에 수천만 달러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카지노를 운영하는 부족은 카지노를 
운영하지 않거나 350개 미만의 슬롯 머신을 

• 만 21세 이상에 대한 온라인 및 모바일 스포츠 
도박을 합법화합니다. 

• 이러한 도박은 연방 정부가 인정한 인디언 
부족 및 이들과 계약을 맺은 적격한 
사업체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도박을 하는 개인은 캘리포니아 내에 있어야 
하며, 원주민 구역에 위치해서는 안 됩니다. 

• 면허 수수료가 요구되며 스포츠 도박 세입의 
10%를 세금으로 부과합니다. 

• 세금 및 면허 세입은 먼저 규제 비용으로 
할당하며 잔여분은 노숙자 프로그램(85%) 및 
비참여 부족(15%)에 할당합니다. 

• 스포츠 도박에 대한 면허, 규제, 소비자 
보호 및 도박 행위에 대한 무결성 기준을 
명시합니다. 

입법 분석가가 예상하는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에 미칠 순 재정적 영향에 대한 요약:
• 스포츠 도박 결제와 벌금으로 주 정부의 

세입이 수 억 달러 증가할 수 있으나 연간 $5
억을 초과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해당 세입 
중 일부는 주 정부의 기존 세입에서 전환하게 
됩니다. 

•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규제하기 위한 주 
정부의 비용 증가가 연간 수천만 달러 
중반대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 중 일부 
또는 전부는 세입 증가로 상쇄하게 됩니다. 

입법 분석가의 분석

이 법안의 내용은 82페이지와 주 국무장관 웹 사이트  
voterguide.sos.ca.gov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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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부족들에게 매년 거의 $1억 5천만을 
지불합니다. 
주 정부의 노숙자 주택, 지원 및 예방 프로그램
(HHAPP). HHAPP은 노숙자 문제 해결과 
관련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역 단체
(예: 도시) 및 부족에 기금을 제공합니다. 현재 
HHAPP 기금의 80퍼센트는 일반적으로 주 
정부의 노숙자 인구를 기준으로 지역 단체에, 
2퍼센트는 부족에, 18퍼센트는 목표를 달성한 
지역 단체 및 부족에 보너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 
정부에 할당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주정 부 
기금으로 $10억을 받았습니다. 

제안 
발의안 27은 원주민 부족 또는 도박 회사가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제공하는 원주민 부족 및 
도박 회사는 주 정부의 규제 비용 지원 및 노숙자 
문제 해결과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 주 정부에 
일부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발의안은 또한 
새로운 온라인 스포츠 도박 규제 부서 설립도 
허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줄이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원주민 부족 또는 도박 회사에서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발의안 
27은 캘리포니아 헌법과 주법을 개정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기기를 통한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허용합니다. 원주민 부족 구역에 
거주하지 않는 만 21세 이상의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2023년 9월까지는 도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발의안은 운동 경기(예: 축구 경기) 
및 일부 비운동 경기(예: 시상식 및 비디오 
게임 대회)에 대한 도박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경기 및 선거와 같은 특정한 기타 
행사에 대한 도박은 금지됩니다. 
발의안은 다음 단체가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제공하기 위해 5년 면허를 신청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 원주민 부족-주 정부 협약을 체결한 
부족. 허가를 받은 부족이나 해당 부족의 
협약자는 해당 부족의 이름으로 스포츠 
도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발의안에 
따르면 부족이 허가를 취득하려면 연방정부 
법에 따른 권리 중 일부를 포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족은 일정한 정도의 주 정부 
규제에 동의해야 합니다. 

• 일부 도박 회사. 허가를 받은 도박 회사는 
해당 회사의 이름이나 브랜드로 스포츠 
도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는 
원주민 부족-주 정부 협약을 체결한 부족과 
파트너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발의안은 
면허를 최소 10개의 미국 주 또는 지역에서 
온라인 스포츠 도박 면허를 보유한 회사와 
같이 더 큰 회사로 제한합니다.

주 정부에 지불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발의안 
27에 따라 여러 스포츠 도박은 지불금을 주 
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도박 허가를 받은 부족과 도박 회사는 여러 
비용을 제한 후 매월 스포츠 도박으로 번 금액의 
10퍼센트를 주 정부에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1) 판촉 행사의 크레딧으로 하는 
모든 도박, (2) 상금 지불금 및 (3) 연방 정부의 
도박세가 포함됩니다. 비용이 도박 이익보다 
많을 때 발생하는 손실은 이러한 지불금을 
상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 
도박 면허가 승인되거나 갱신될 때 이러한 
월별 지불금의 일부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매달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감소합니다. 특히, 부족은 5년 면허가 승인될 때 
$1천만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를 갱신할 
때마다 $1백만을 지불해야 합니다. 도박 회사는 
5년 면허가 승인될 때 $1억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를 갱신할 때마다 $1천만을 지불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금을 조성합니다. 주 정부에 납부하는 
위의 지불금은 새로운 캘리포니아 온라인 
스포츠 도박 신탁 기금(COSBTF)에 할당되게 
됩니다. 발의안 27에 따르면 COSBTF 세입을 

원주민 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온라인 및 모바일 스포츠 도박을 
허용합니다. 헌법 개정 발의 및 법령. 

발의안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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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 정부 규제 비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노숙자 문제 해결 및 도박 중독 프로그램에 
85퍼센트.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기금은 
일반적으로 HHAPP 기금 지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역 단체에 제공되게 됩니다. 

• 온라인 스포츠 도박에 참여하지 않는 
부족에 15퍼센트. 원주민 부족은 부족 정부, 
건강, 경제 개발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해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 정부 지출 한도 및 최소 교육 지출 수준에서 
세입을 면제합니다. 캘리포니아 헌법에는 
주 정부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규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에는 주 정부 
지출 한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K–12 
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에 최소한의 금액을 
지출해야 합니다. 발의안 27은 캘리포니아 
헌법을 개정하여 스포츠 도박 세입을 이러한 
규칙에서 면제합니다. 
새로운 주정부 온라인 스포츠 도박 규제 부서를 
신설합니다. 발의안 27은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규제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법무부 내에 
새로운 부서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부서는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어떤 유형의 행사와 도박이 
허용되는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부서는 불법 행위(예: 행사 “조작”)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발의안은 해당 부서에 제한을 
둡니다. 예를 들어, 부서는 도박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판촉 크레딧의 양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발의안은 잠재적 규정에 대한 
서면 피드백을 포함하여 부서에 조언과 권고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17명으로 구성된 그룹을 
설립합니다.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줄이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발의안 27은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줄이는 새로운 방법을 만듭니다. 
이 발의안에 따라 무면허 단체의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하면 주 정부에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벌금은 그들이 도박에 사용한 금액의 
15퍼센트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발의안은 이 
벌금을 지불하지 않은 날에 대해 하루당 $1,000
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 지불금은 COSBTF에 
할당되게 됩니다. 또한, 주 정부의 새로운 규제 
부서는 특정한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무면허 단체에 그들과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제공하라고 요구하고, 
이러한 단체에 대한 온라인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정적 영향 
발의안 27은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의 세입 및 
비용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발의안이 미칠 
영향의 실제 크기는 불분명하지만, 그 크기는 
발의안이 어떻게 해석되고 실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 발의안은 합법적인 
도박을 확대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원주민 
부족들이 부족 카지노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예: 지방 정부에 지불하는 금액을 
줄이기 위해) 원주민 부족-주 정부 협약의 
변경을 요청할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재정적 영향은 얼마나 많은 면허 보유 단체가 
스포츠 도박을 제공하고, 해당 단체가 주 정부에 
지불해야 하는 월별 금액에서 제한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적 영향은 
스포츠 도박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 정부 세입 증가. 발의안 27은 도박 지불금과 
벌금으로 주 정부 세입이 증가하게 할 
것입니다. 증가액은 불분명합니다. 증가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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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분석가의 분석 계 속

연간 수억 달러가 될 수 있지만, 연간 $5억을 
초과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이 세입의 일부는 
새로운 세입입니다. 예를 들어, 주 정부는 현재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스포츠 도박에서 
세입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스포츠 도박을 하게 될 
때, 주 정부에 새로운 세입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세입의 일부는 
새로운 세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 정부는 
현재 사람들이 복권이나 쇼핑처럼 특정 물건에 
돈을 지출할 때 세입을 거둡니다. 이는 사람들이 
스포츠 도박을 하려고 복권이나 쇼핑에 지출을 
줄이면 주 정부에서 새로운 세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포츠 도박 지불금 및 벌금으로 거둔 주 세입은 
COSBTF에 할당되게 됩니다. 이 자금은 먼저 주 
정부의 규제 비용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나머지 
자금으로는 (1) 노숙자 프로그램, (2) 도박 중독 
프로그램, (3) 부족 경제 개발 및 기타 목적을 
지원할 것입니다. 
주 정부 규제 비용 증가. 발의안 27은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규제하기 위해 주 정부에 업무를 
부여할 것입니다. 업무량은 스포츠 도박이 주로 
어떻게 규제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한 예로 승인된 스포츠 도박 
면허의 수, 제공되는 도박 옵션과 행사의 유형 및 
수, 얼마나 많은 주 정부 집행이 이루어지는지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업무에 필요한 총비용은 연간 
수천만 달러 중반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 중 일부 또는 전부는 COSBTF 세입으로 
상쇄하게 됩니다. 

원주민 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온라인 및 모바일 스포츠 도박을 
허용합니다. 헌법 개정 발의 및 법령. 

발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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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재정적 영향. 발의안 27은 주 정부와 지방 
정부에 다른 재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주에서 와서 스포츠 도박을 하는 
사람들과 스포츠 도박을 하지 않아도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 의해 주 및 지방 정부의 
세입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증가한 지방 정부 세입의 일부 또는 전부는 
상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주민 부족들이 
스포츠 도박이 카지노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 정부에 더 적은 금액을 
지불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원주민 부족-주 
정부 협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및 
지방 정부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스포츠 도박은 도박 중독이 있는 
사람들이 도박을 피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의 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효과가 주 및 지방 정부에 미치는 순 효과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 목록은 https://www.sos.ca.gov/

campaign-lobbying/cal-access-resources/
measure-contributions/2022-ballot-measure-

contribution-totals 를 참조하십시오.
위원회의 기부자 상위 10명을 확인하시려면 

https://www.fppc.ca.gov/transparency/
top-contributors.html 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sos.ca.gov/campaign-lobbying/cal-access-resources/measure-contributions/2022-ballot-measure-contribution-totals
https://www.sos.ca.gov/campaign-lobbying/cal-access-resources/measure-contributions/2022-ballot-measure-contribution-totals
https://www.sos.ca.gov/campaign-lobbying/cal-access-resources/measure-contributions/2022-ballot-measure-contribution-totals
https://www.sos.ca.gov/campaign-lobbying/cal-access-resources/measure-contributions/2022-ballot-measure-contribution-totals
https://www.fppc.ca.gov/transparency/top‑contributors.html
https://www.fppc.ca.gov/transparency/top‑contributor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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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안 27에 찬성하는 주장  ★

★  발의안 27의 찬성 주장에 대한 반박  ★

발의안	27은 다른 주에 있는 온라인 도박 회사에서 작성하고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발의안	27은 캘리포니아에서 온라인 및 모바일 스포츠 도박의	
대규모 확장을 합법화하기 위해 다른 주의 회사가 추진하는 기만적인	
계획입니다.	이 회사들은 발의안	27을 홍보하기 위해	$100,000,000	
이상을 기부했습니다.	그들은 캘리포니아를 돕는 데 그 기금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배를 불리려고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은 발의안	27에 매우 반대합니다
50개 이상의 캘리포니아 부족은 발의안	27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 발의안은 부족 정부가 교육,	의료,	소방 및 기타 중요한 서비스에	
사용하는 기금을 위태롭게 할,	부족 도박 및 원주민 자립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발의안	27은 노숙자에 대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수십 년 전,	도박 회사는 학교를 위한 엄청난 새로운 수입이 생긴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약속으로 캘리포니아 복권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다른 주의 도박 회사들은 발의안	27을 추진하기 위해 유사한 미끼 상술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27에는 캘리포니아에 달러당 몇 푼밖에 남지 않지만,	기업	
후원자들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주는 허점이 숨어 있습니다.	발의안	27에	

따르면 수익의	90%는 다른 주에 있는 회사로 돌아가고,	공립학교에는	
거의 할당되는 게 없습니다.	
발의안	27의 후원자들은 약속을 어기고 나쁜 행위를 한 전적이	
있습니다.
발의안	27에 기금을 지원하는 기업 후원자들은 미성년자의 도박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허용한 혐의로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발의안	27과 같은 법이 통과된 다른 주에서는 거액을	
창출한다는 약속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주에 있는 이런	
회사들의 거짓된 약속을 믿을 수 없습니다.	
다른 주에 있는 회사들의 기만적인 캠페인을 거부하십시오.	발의안	27에	
반대 투표하십시오.		
James Siva,	의장
California	Nations	Indian	Gaming	Association	
Robert McElroy,	전무 이사
Alpha	Project	for	the	Homeless	
Claudia Brundin,	부족장
Blue	Lake	Rancheria	of	California	

발의안	27에 찬성 투표하십시오	
노숙자,	정신 건강,	중독 및 부족 기금 지원을 위한 영구적인 해결책	
비영리 단체 지도자,	시장 및 캘리포니아 부족들은 발의안	27이	
캘리포니아의 노숙자,	정신 건강 및 중독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으로	
수억 달러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이 발의안을 지지합니다.	모든 기금은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엄격한 감사와 감독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발의안	27은 모든 캘리포니아 부족,	특히 큰 카지노를 소유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방 부족에게 혜택을 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만	21세 이상 성인을 위한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온라인	
스포츠 도박에 세금을 부과하고 규제하여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고 수천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정신 건강 관리 및 중독 치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발의안	27은 다음과 같이 캘리포니아에 대한 대부분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 발의안	27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만	21세 미만의 도박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발의안	27은 노숙자 및 정신 건강 기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의무적인 감사를 요구합니다.		
• 발의안	27은 영구적인 노숙자 및 정신 건강 해결책에 기금을 지원하는	
유일한 스포츠 도박 법안입니다.		
• 발의안	27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족에 대한 기금 지원을 보장하는	
유일한 법안입니다.		
발의안	27은 지원이 가장 필요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위한 보호소,	
주택,	중독 치료 및 정신 건강 지원을 위해 매년 수억 달러의 기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비영리 단체 지도자이자 주택 옹호자인	Ricardo	Flores는 자신의	
조직이 발의안	27을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캘리포니아의 노숙자 위기는 주 전체의 비상사태입니다.	우리 주는	
노숙자를 종식시키기 위한 영구적인 해결책에 전액 투자한 적이	
없습니다.	발의안	27은 저희 같은 조직이 보호소,	주택 및 지원과 같이	
절실히 필요한 서비스에 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세입원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모든 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감사를 받습니다.	다른 스포츠 도박 발의안은 노숙자 및 정신	
건강 서비스를 위해 상당한 세입을 창출하지 못할 것입니다.”	
San	Diego's	Regional	Task	Force	on	Homelessness	의	CEO인	
Tamera	Kohler는 발의안	27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민	6명 중	1명은 정신 질환을 겪습니다.	이는 거의 모든	
가정에 영향이 미치는 위기입니다.	발의안	27은 정신 건강 치료와	
노숙자 및 중독에 대한 해결책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수억 달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발의안	27이 통과되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돌봄과 마땅히 누려야 할 희망을 선사해 드릴 수	
있습니다.”	
Chairman	Jose	“Moke”	Simon	(Middletown	Rancheria	of	
Pomo Indians	소속)은 발의안	27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부족은 땅,	의식,	문화 등 너무나 많은 것을 빼앗겨 왔고,	우리의	
주권은 끊임없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규모 카지노를 가진 부족과	
달리 우리 부족은 우리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제공하려고	
고군분투합니다.	발의안	27은 제 부족처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족을	
돕는 유일한 발의안입니다.	발의안	27은 모든 캘리포니아 부족의 혜택을	
보장하는 유일한 발의안입니다.	
“발의안	27에 대한 거짓 공격을 믿지 마십시오.	“만	21세 이상인 성인을	
위한 온라인 스포츠 도박에 세금을 부과하고 규제하면 우리는 부족의	
주권을 보호하면서 캘리포니아의 노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발의안	27에 찬성 투표하십시오.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온라인 스포츠	
도박에 세금을 부과하고,	규제하고,	캘리포니아 부족을 지원하고,	
캘리포니아의 노숙자,	정신 건강 및 중독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YEStoProp27.com	
Tamera Kohler,	CEO
San	Diego	Regional	Task	Force	on	Homelessness
Jose “Moke” Simon,	의장
Middletown	Rancheria	of	Pomo	Indians	of	California
Ricardo Flores,	전무 이사
Local	Initiatives	Support	Corporation	(LISC)	San	Di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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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온라인 및 모바일 스포츠 도박을	
허용합니다.	헌법 개정 발의 및 법령.	

발의안

27
★  발의안 27에 반대하는 주장  ★

★  발의안 27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  ★

노숙자,	정신 건강 및 중독을 위한 영구적인 해결책에 찬성	
투표하십시오.	
발의안	27의 반대자들은 틀렸습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올바른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주 감시 기관에 따르면 오직 발의안	27만 노숙자를 위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주 역사상 처음으로 지역사회는 노숙자를 위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매년 기금을 받을 것입니다.	주의 독립적인 예산 감시	
기관은 오직 발의안	27만 노숙자,	정신 건강 및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수억 달러를 창출할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발의안	
27의 기금은 주택을 건설하고 정신 건강 및 중독 치료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발의안	27에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엄격한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의안	27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미성년자가 도박을 못하도록	
신원조회와 최첨단 기술을 요구하는 유일한 발의안입니다.	23개의	
주에서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안전하게 합법화했으며,	상당한 주 기금을	
창출하면서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발의안	27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족을 돕는 유일한 이니셔티브입니다	

모든 부족이 혜택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부족은 발의안	27을	
지지합니다.	발의안	27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족에 기금을 제공하는	
유일한 발의안이며,	이 작은 부족들이 매년 받는 기금의 금액을 두 배	
이상 늘립니다.	
발의안	27은 연간 감사와 엄격하고 안전한 감독을 요구합니다	
발의안	27은 기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연간 감사와	
엄격한 감독을 요구합니다.	발의안	27에 따라 법무장관은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도박을 보장하기 위해 스포츠 도박을 엄격하게 규제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부족,	노숙자 및 정신 건강 관리 분야의 지도자,	사회 복지사,	
종교 지도자 및 시민 단체와 함께 발의안	27에 찬성 투표하십시오.	
YesToProp27.com	
Gloria Baxter,	정신 건강 비영리 단체 지도자	
Phillip Gomez,	의장
Big	Valley	Band	of	Pomo	Indians	of	the	Big	Valley	Rancheria,	
캘리포니아
Leo Sisco,	의장
Santa	Rosa	Ranchera	Tachi	Yokut	Tribe	

캘리포니아의 원주민 부족,	부모,	교사,	노숙자 옹호자,	공공 안전	
지도자들과 함께 기업의 온라인 도박 발의안인 발의안	27에 반대	
투표하십시오.
발의안	27은 캘리포니아에서 온라인 및 모바일 스포츠 도박을	
합법화하기 위해 다른 주의 회사가 작성 및 추진하는 기만적인	
계획입니다.	이 발의안은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면서도,	
사실상 모든 휴대전화,	태블릿 및 노트북을 도박 기기로 바꿀 것입니다.
지지자들은 발의안	27을 노숙자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속이는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복권이 공교육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처럼 우리는 이러한 거짓 약속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범위하게 연합하여 발의안	27에 반대할	
것을 권고합니다.	
발의안	27에 따르면 다른 주에 있는 회사가 승리하고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패배합니다.
다른 주의 온라인 도박 회사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발의안	27을	
작성했습니다.	발의안	27은 이러한 회사에 온라인 스포츠 도박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통제권을 부여할 것입니다.	이익의 구십 퍼센트(90%)
는 우리 주에서 실질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투자하지 않고 결국	
다른 주에 있는 회사의 주머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단 한 푼의	
기금도 공립학교,	소방 또는 문제성 도박 예방 프로그램과 같은 주 정부	
우선순위에 지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발의안	27은 노숙자에 대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5년 동안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0억	
이상을 지출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을 뿐입니다.	독립적인 주	
정부 회계 감사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노숙자에 대한 캘리포니아의	
지출은	“일관성이 없고”,	“가장 중요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온라인 도박의 대규모 확장을 합법화하기보다는 주	
정부에서 이미 지출하고 있는 수십억 달러와 미래에 필요한 새로운	
기금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발의안	27은 캘리포니아를 속이는 허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발의안	27은 노숙자 프로그램에 할당되는 세입을 온라인 도박 회사가	
벌어들일 금액의 단돈 몇 푼으로 제한합니다.	발의안	27에는	“홍보	
도박”이라는 허점이 숨어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허점을 허용하는 주는	

세입이 약속한 것보다 훨씬 더 낮아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대형 도박	
회사도 면허 수수료를 지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상 회사는 면허	
수수료로 지불하는	1달러당	1달러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에	
더 많은 돈이 돌아가고,	노숙자들에게는 얼마 돌아가지 못합니다.	
발의안	27은 어린이들을 온라인 및 문제성 도박에 노출되게 합니다.
발의안	27은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도박 확장을 합법하게	
되지만,	미성년자의 도박을 방지하기 위한 대면 연령 확인 요구 사항은	
갖추지 않았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및 모바일 도박은 청소년과	
상습적인 도박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에게 특히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은 발의안	27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발의안	27은 부족의 도박 권리와 자립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실제로 이 발의안은 부족 구역에서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하는 것까지	
금지합니다.	발의안	27은 부족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주택,	의료,	소방	
서비스,	교육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중요한 기금을	
위태롭게 합니다.”—Lynn	Valbuena,	Tribal	Alliance	of	Sovereign	
Indian	Nations	의장	
원주민 부족,	부모,	교사,	공공 안전,	사회 정의 및 노숙자 옹호자들과	
함께 발의안	27에 반대하십시오!	
• Tribal	Alliance	of	Sovereign	Indian	Nations	• 50개 이상의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	• NAACP	California	• California	League	
of	United	Latin	American	Citizens	• California	District	Attorney's	
Association	• CalAsian	상공회의소	• 남부 캘리포니아	Goodwill	
• Veterans	of	Foreign	Wars	Department	of	CA	
발의안	27에 반대하십시오.	
Lynn Valbuena,	의장
Tribal	Alliance	of	Sovereign	Indian	Nations	
Sara Dutschke Setshwaelo,	의장
Ione	Band	of	Miwok	Indians	
Steven Pinckney,	비즈니스 관리자
San	Bernardino	구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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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공립 학교의 예술 및 음악 교육을 위한 기금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발의 법률. 28

공식 제목 및 요약 법 무 장 관  작 성

배경 
주 공립학교 시스템.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는 현재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약 6 백만 명의 학생들이 
공부합니다. 공립학교 학생들의 약 60퍼센트가 저소득 
가정 출신입니다. 이 학생들은 연방 정부의 영양 
프로그램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의 학교 급식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들입니다. 또한, 주 정부는 저소득 
가정의 일부 만 3세 및 4세 아동에게 공립 유치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현재 주 정부의 기금 금액은 자격이 
있는 모든 아동을 지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립학교는 지역 운영 위원회의 통제 하에 주로 교육구와 
차터 스쿨에서 운영합니다. 
연간 필수 교육 지출. 캘리포니아 헌법에 따르면 주 정부는 
공립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를 위해 매년(연간) 주 정부의 
일반 기금 및 지방 정부의 재산세입에 대한 최소한의 
금액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반 기금은 교육, 교도소, 의료 
및 기타 공공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주 정부의 
주요 운영 계좌입니다.) 대부분의 년도에 주 정부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일반 기금 세입의 약 40 퍼센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 정부의 현재 예산에는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1,100 억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 중 $955 억은 특별히 공립학교를 위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교 기금은 학생 1인당 공식을 적용하여 학교에 
할당됩니다. 또한, 이 공식을 통해 저소득층, 영어 학습자 
또는 위탁 가정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비율에 따라 학교에 
추가 기금을 제공합니다. 입법부 각 의회의 3분의 2가 
투표로 주 정부는 그 해에 필요한 것보다 적은 기금을 
학교와 커뮤니티 칼리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예술 교육. 주 법에 따라 학교는 
1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모든 학생들에게 시각 및 공연 
예술(음악 포함) 수업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주 법에 
따라 학교는 7학년과 8학년에게 이러한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과목과 수업량은 
각 지역 운영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또한, 학교는 방과 
전/후 및 여름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 정부는 현재 매년 거의 $50 억 달러에 달하는 
두 개의 방과 후 프로그램에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기금을 받으려면 학업 요소(예: 과외)
와 심화 요소(예: 예술 프로그램 또는 체력 단련)가 있어야 
합니다. 
고등학교의 예술 교육.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특정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주 정부는 학생들에게 
영어, 역사/사회과학, 수학 및 과학과 같은 특정 핵심 
학업 과목을 이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주 정부는 
학생들에게 (1) 시각 또는 공연 예술, (2) 외국어 또는 
(3) 직업 기술 교육(CTE) 중 하나를 1년 동안 이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역 운영 위원회는 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다른 요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주 교육구의 약 절반이 주 공립대학 입학을 위한 
과목 요건과 일치하도록 최소 졸업 요건을 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요건에 따라 학생들은 1년 동안 
시각 및 공연 예술을 이수해야 하며, 이는 외국어나 CTE 
수업 활동으로는 이수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 학년도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고등학교는 
약 150,000개의 예술 교목을 제공했습니다. 고등학교는 
방과 후 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 공립 학교에 필요한 주 정부 및 지역 정부 기금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주 정부의 일반 기금에서 할당해 
모든 초중고(K–12) 공립학교(차터 스쿨 포함)의 예술 
및 음악 교육을 위한 추가 기금으로 제공합니다.

• 경제 취약 계층 학생을 담당하는 학교에는 추가 
기금에서 더 큰 비율을 할당합니다.

• 500명 이상의 재학생이 있는 학교는 최소 해당 기금의 
80% 이상을 교사 고용에 사용하고, 잔여 금액은 훈련, 
학용품 및 교육 협력 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 감사가 요구되며 행정 비용은 해당 기금의 1%로 
제한합니다.

입법 분석가가 예상하는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에 미칠 순 재정적 영향에 대한 요약:
• 내년부터 공립학교의 예술 교육을 위해 주 정부의 

비용이 연간 약 $10억 증가합니다.

입법 분석가의 분석

이 법안의 내용은 105페이지와 주 국무장관 웹사이트  
voterguide.sos.ca.gov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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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28의 전문은 105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분석 | 29

입법 분석가의 분석 계 속

제안
공립 학교의 예술 교육을 위한 기금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발의안 28에 따르면 주 정부는 내년부터 
공립학교의 예술 교육 및/또는 예술 프로그램을 늘리기 
위해 추가 기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매년 필요한 금액은 
공립학교가 전년도에 할당받은 헌법상 요구되는 주 및 
지방 정부 기금의 1 퍼센트에 해당합니다. 이 기금은 
공립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에 대해 헌법상 요구되는 
기금 금액을 초과하는 지불금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이 
발의안은 입법부가 헌법상의 지출 요건보다 적은 금액을 
제공하는 해에 이 발의안을 통해 예술 교육에 제공해야 
하는 기금을 축소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경우, 예술 
교육을 위한 기금의 감소액은 공립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에 대한 총 기금의 감소율보다 클 수 없습니다.
공식에 따라 기금을 할당합니다. 발의안 28은 유치원 및 
K-12 입학에 따라 공립학교에 기금을 추가로 할당합니다. 
전체 금액 중 70 퍼센트는 주 전역의 입학률에 따라 
학교에 배정되게 됩니다. 나머지 30 퍼센트는 주 전역에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입학률에 따라 학교에 배정되게 
됩니다. 지역 운영 위원회는 이 새로운 자금의 최대 
1 퍼센트를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기금은 
학생 입학률에 따라 모든 학교에 할당해야 합니다.
새로운 예술 직원을 고용하는 데 기금을 우선 사용해야 
합니다. 발의안 28에 따르면 기금은 예술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해야 하고, 학교는 이 기금을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기존 기금에 추가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무용, 미디어 아트, 음악, 연극 및 다양한 
유형의 시각 예술(사진, 공예, 컴퓨터 코딩 및 그래픽 
디자인 포함)을 비롯한 다양한 과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발의안에 따르면 추가 기금의 최소 80 퍼센트는 
직원을 고용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학생 수가 500명 
미만인 교육구와 차터 스쿨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머지 기금은 교육, 용품과 재료 및 예술 교육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부(CDE)는 교직원에 대한 지출을 줄여달라는 학교의 
요청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매년 받는 기금을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CDE는 미사용 기금을 다음 해에 
모든 학교에 재할당합니다.

학교장은 기금 사용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발의안 
28에 따르면 학교장(또는 유치원의 프로그램 책임자)
은 받은 기금을 지출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교장 
또는 프로그램 책임자는 학교 현장의 예술 교육 및/또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연간 데이터 보고를 해야 합니다. 발의안 28에 따르면 
지역 운영 위원회는 매년 학교에서 받은 기금을 예술 
교육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운영 위원회는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자체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보고서에 
기금이 지원되는 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유형, 고용된 직원 
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생 수, 지원받은 기금으로 예술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의 수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CDE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교육부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합니다.

재정적 영향
발의안 28은 내년부터 주 정부의 비용을 매년 약 $10 억씩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 금액은 주 정부의 일반 기금 
예산의 1 퍼센트 미만입니다. 이 추가 기금은 공립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에 대해 헌법상 요구되는 기금 금액을 
초과하는 지불금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이 법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 목록은 https://www.sos.ca.gov/

campaign-lobbying/cal-access-resources/
measure-contributions/2022-ballot-measure-

contribution-totals 를 참조하십시오.
위원회의 기부자 상위 10명을 확인하시려면 

https://www.fppc.ca.gov/transparency/
top-contributors.html 를 방문하십시오. 

공립 학교의 예술 및 음악 교육을 위한 기금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발의 법률. 

발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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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공립 학교의 예술 및 음악교육을 위한 기금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발의 법률.28

★  발의안 28에 찬성하는 주장  ★

발의안	28에 찬성:	세금 인상 없이 공립학교의 예술 및 음악	
교육에 대한 접근성 보장	
예술 및 음악 교육은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그리고 인생에서	
배우고,	발전하고,	성취하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술 및 음악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 수학,	읽기 및 기타 과목에서 더 잘합니다.	
• 창의적이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웁니다.	
• 출석률,	자신감 및 정신 건강을 개선합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공립학교에서 예술 및 음악 프로그램이	
가장 먼저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립학교	
5곳 중	1곳에만 정규 예술 또는 음악 교사가 있는데,	이는	
수백만 명의 학생들에게는 참여할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학생들은 균형 잡힌 과학,	기술,	공학,	
예술 및 수학(STEAM)	교육과정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캘리포니아 경제에서 보수가 좋은 직업을 준비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세금 인상 없이 예술 및 음악 교육을 위한 추가 기금 지원	
발의안	28은 공립학교의 예술 및 음악 법안이며,	세금을	
인상하지 않고 유치원에서부터 공립학교	12학년까지의	
예술 및 음악 교육을 위한 추가 기금으로 거의	$10억을	
할애합니다.	발의안	28	하에서는:	
• 모든 학군의 모든 공립학교에 예술 및 음악 교육을 위한	
기금을 더 많이 제공하여 모든 학생이 혜택을 받습니다.	
• 저소득 지역사회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학교에	
필요한 기금이 추가로 할당됩니다.	
• 기금은 교사,	용품,	예술 파트너십,	훈련 및 자료와 같은	
예술 및 음악 교육에 지출해야 합니다.
이 법안에는 연극,	무용,	밴드,	소묘 및 회화와 같은 전통 예술	
및 음악 수업과 그래픽 디자인,	컴퓨터 그래픽,	영화 및 영상과	
같은 현대 예술에 대한 기금 지원이 포함됩니다.	
발의안	28은 기존 교육 기금을 보호하며 세금을 인상하지	
않습니다.		

엄격한 책임 및 투명성 제공	
발의안	28에는 기금이 다음과 같이 의도한 대로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안전 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입법부 또는 학군이 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기금에 대한 연례 감사를 요구합니다.	
• 학교는 특정 프로그램과 학생들이 혜택을 받은 방법을	
포함하여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예술 및 음악 교육으로 정신 건강과 사회 발전이 향상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예술 및 음악 교육은 아이들의 정신 건강과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모든 아이들이 예술 및 음악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특히 사회적 교제에	
접근할 수 없는 많은 아이들을 고립시킨 팬데믹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캘리포니아 경제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준비를 지원	
캘리포니아의 창조적인 경제는 영화,	음악,	예술,	애니메이션,	
TV,	연극 등의 분야에서 거의	3백만 명의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예술 및 음악 교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면	
아이들은 성공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기술을 얻을 수 있고,	
캘리포니아가 세계의 선두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잘 훈련된	
노동력을 우리 경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술 및 음악 교육에 투자하여 미래의	
균형 잡힌 다양한 노동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Tracy	
Hernandez,	LA	County	Business	Federation의	CEO	
우리 아이들을 위한 더 밝은 미래	
주 전역의 교사,	학부모,	교육 및 아동 발달 전문가,	정신 건강	
전문가,	기업가 및 지역 사회 지도자와 함께하여	28일에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	
VoteYesonProp28.org	
Austin Beutner,	의장	
공립 학교에서 예술과 음악을 배우려는 캘리포니아 사람들	
E. Toby Boyd,	회장	
California	Teachers	Association
Carol Green,	회장	
캘리포니아주	PTA



28

공립 학교의 예술 및 음악 교육을 위한 기금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발의 법률.

발의안

28
★  발의안 28에 반대하는 주장  ★

이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주장은 작성자의 의견이며,	공식적인 기관에 의해 그 정확성이 확인된 바 없습니다.		 주장 | 31

발의안 28에 
반대하는 주장이 제출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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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제목 및 요약 / 분석

발의안 신장 투석 클리닉에서 면허를 받은 의료 전문가가 현장 
근무를 해야 하며 기타 주 정부의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발의 법률.29

공식 제목 및 요약 법 무 장 관  작 성

배경 
투석 치료
신장 질환. 건강한 신장은 혈액에서 찌꺼기와 
여분의 액체를 제거합니다. 신장 질병은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신부전으로 발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장 
이식이나 투석으로 불리는 지속적인 치료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신장이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석은 정상적인 신장 기능을 모방한 것입니다. 
투석은 건강한 신장이 하는 일을 모방합니다. 투석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혈액 투석을 받습니다. 
이런 형태의 투석은 피를 몸에서 빼내어 기계를 통해 
여과를 하고 찌꺼기와 여분의 액체를 제거한 다음, 
다시 몸으로 주입하는 것입니다. 투석은 한번 치료에 
약 네 시간이 소요되며 매주 약 세 번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투석 환자는 클리닉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신부전이 있는 사람들은 일부의 경우 병원이나 
자신의 집에서 투석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만성 투석 클리닉(클리닉)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약 650곳의 클리닉에서 매달 약 
80,000명의 환자에게 투석을 진행합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투석의 횟수와 회당 소요 시간에 따라 

클리닉은 주당 6일의 치료를 제공하고 종종 일반적인 
영업 시간 이외에도 문을 엽니다. 
환자의 주치의가 치료를 감독합니다. 환자가 
신부전일 때 환자의 주치의는 치료 계획을 짜는데, 
이 계획에는 투석을 위한 의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사는 투석 횟수, 소요 시간 및 관련 약물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치료 계획을 마련합니다. 
치료는 클리닉에서 진행합니다. 의사가 계속해서 
치료를 감독합니다. 연방 규칙에 따라, 의사는 
클리닉에서 투석 치료 중 환자를 적어도 매 달 한 
번은 방문해야 합니다.
다양한 기관이 투석 클리닉을 소유하고 운영합니다. 
두 민간 영리 기업인 DaVita, Inc. 및 Fresenius 
Medical Care는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인가받은 
클리닉의 75 퍼센트 가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클리닉은 다양한 비영리 단체와 
영리기업이 소유하거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른 소유주 또는 운영자는 대부분이 캘리포니아에 
여러 개의 클리닉을 가지고 있으며, 단일 클리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이는 소수입니다. 최근에 
대부분의 클리닉은 비용을 뛰어넘는 세입을 
창출하고 있으나, 소수의 클리닉은 운영에서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 클리닉을 운영하는 일부 
소유주와 운영자는 자신들의 고수익 클리닉을 통해 
적자를 보고 있는 클리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외래 환자 신장 투석 클리닉에서 치료를 하는 
동안 6개월의 관련 경험을 갖고 있는 의사, 전문 
간호사 또는 의사 보조사가 현장 근무를 해야 
하며,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가 원격 의료를 
통해 제공될 경우에는 직원 부족에 대한 면제를 
승인합니다.

• 클리닉이 환자들에게 5 퍼센트 이상의 클리닉 
소유권 지분을 가진 모든 의사를 공개해야 합니다.

• 클리닉이 주 정부에 투석 관련 감염 데이터를 
보고해야 합니다.

• 클리닉이 주 정부의 승인없이 폐쇄하거나 상당한 
수준으로 서비스를 축소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클리닉이 비용 지급 출처에 근거하여 환자 치료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입법 분석가가 예상하는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에 미칠 순 재정적 영향에 대한 요약:
• 주 정부 및 지방 정부 비용이 연간 수천만 달러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입법 분석가의 분석

이 법안의 내용은 108페이지와 주 국무장관 웹사이트  
voterguide.sos.ca.gov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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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계속 적자를 볼 가능성이 있는 클리닉의 
소유주 또는 운영자의 경우, 해당 클리닉을 
장기적으로 계속 운영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투석 비용 지불 
투석 비용을 지불하는 주요 출처가 거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클리닉은 매년(연간) 대략 $35억의 
총 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수익은 몇 
곳의 주요 출처, 또는 지급인으로부터 나오는 투석 
비용의 지불로 이루어집니다:

• Medicare. 이 연방 기금 프로그램은 만 65세 
이상인 대부분의 사람들과 장애가 있는 특정한 
젊은 사람들에게 건강 보험을 제공합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나이나 장애 상태에 무관하게 
Medicare 보장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Medicare는 캘리포니아에서 투석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위해 투석 치료 비용을 
지불합니다.

• Medi-Cal. 캘리포니아에서는 Medi-Cal로도 
알려진 연방-주 Medicaid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이 있는 저소득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건강 보험을 제공합니다. 주 및 연방 정부는 
Medi-Cal 비용을 분담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Medicare와 Medi-Cal 모두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Medicare가 주요 지급인으로서 투석 비용의 
대부분을 보장하고 Medi-Cal이 나머지를 
보장합니다. Medi-Cal에만 지원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Medi-Cal 프로그램이 단독으로 투석 
비용을 지불합니다.

• 그룹 및 개인 건강 보험. 주 내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용주나 기타 기관(예: 조합)을 
통해 그룹 건강 보험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개인적으로 건강 보험에 가입합니다. 
보험에 가입된 사람에게 신장 질환이 생기면 
보통 Medicare 보장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치료 후 첫 30개월 동안 투석 
치료에 대한 주요 지급인은 그룹 보험자가 
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 주의 공립 대학 시스템 2곳,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많은 지방 정부는 현직원, 자격 
있는 퇴직 직원 그리고 그 가족에게 그룹 건강 보험을 
제공합니다. 
그룹 및 개인 보험사는 투석에 대해 보통 정부 
프로그램보다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Medicare
와 Medi-Cal이 투석 치료에 대해 지불하는 금액은 
클리닉이 투석 치료를 제공하는 평균 비용에 상당히 
비슷합니다. 대체로 정부 규정에 따라 이러한 요금이 
결정됩니다. 반면, 그룹 및 개인 건강 보험사는 
클리닉 소유주 및 운영자와 협상하여 금액을 
정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룹 및 개인 건강 보험사는 
투석 치료에 대한 정부 프로그램의 여러 배를 
지불합니다.

만성 투석 클리닉 규제 방법
캘리포니아 주 공중보건부(CDPH)는 투석 클리닉에 
허가와 인증을 부여합니다. CDPH는 캘리포니아에서 
클리닉 운영에 허가를 부여합니다. 또한, CDPH
는 연방 정부를 대신하여 클리닉에 인증을 
부여합니다. 인증을 받으면 클리닉은 Medicare 및 
Medi-Cal로부터 지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는 면허 프로그램의 기준을 주로 연방 
규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연방 규정에 따르면 각 투석 클리닉은 의료 디렉터를 
지정해야 합니다. 연방 규정에 따르면 각 클리닉은 
의사협회의 인증을 받은 의사를 의료 디렉터로 
지정해야 합니다. 의료 책임자는 품질 보증, 직원 
교육 및 훈련, 클리닉 정책 및 절차의 개발과 시행에 
대한 의무를 집니다. 연방 규정은 의료 디렉터가 
클리닉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방 지침은 해당 직위가 
풀타임직의 약 4분의 1을 반영할 것을 고려합니다. 
투석 클리닉은 감염과 관련 정보를 국가 네트워크에 
보고해야 합니다. Medicare로부터 지불을 받으려면, 
클리닉은 명시된 투석 관련 감염 정보를 연방 정부 
질병통제예방센터의 National Healthcare Safety 
Network에 보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환자에게 
혈관 감염이 발생했고 감염 원인이 의심되는 경우 
클리닉은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신장 투석 클리닉에서 면허를 받은 의료 전문가가 현장 
근무를 해야 하며 기타 주 정부의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발의 법률.

발의안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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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신장 투석 클리닉에서 면허를 받은 의료 전문가가 현장 
근무를 해야 하며 기타 주 정부의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발의 법률.29

제안
발의안 29에는 아래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이 
클리닉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의 발효 이후 일 년 이내에 
규정을 채택하는것을 포함하여 CDPH에게 해당 
발의안을 실행 및 관리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각 투석 클리닉에서 모든 치료를 하는 동안 의사, 
전문 간호사 또는 의사 보조사가 현장 근무를 해야 
합니다. 발의안 29에 따르면 각 클리닉에서 환자가 
모든 치료를 빋는 동안 각 클리닉이 비용을 부담하여 
최소한 한 명의 의사, 전문 간호사 또는 의사 
보조자가 현장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 의료진들은 
신장 환자를 돌본 경험이 최소한 6개월 이상 있어야 
하며, 환자의 안전과 의료 제공 및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클리닉이 있는 지역에 의사, 
전문 간호사 또는 의사 보조사가 부족한 경우, 
클리닉은 CDPH에 이 요구사항의 예외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CDPH가 예외를 
허가하면 클리닉은 원격 진료를 통해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외 처분은 일 년간 
지속됩니다.
투석 클리닉이 CDPH에 감염 관련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발의안 29에 따르면 
클리닉은 3개월마다 CDPH에 투석 관련 감염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CDPH는 클리닉이 어떤 정보를 
어떻게, 언제 보고할 것인가를 명시해야 합니다. 
CDPH는 클리닉의 소유주 및 운영자의 이름을 
포함한, 각 클리닉의 감염 정보를 CDPH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투석 클리닉은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려야 합니다. 
발의안 29에 따르면 클리닉은 환자들에게 해당 
클리닉의 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 지분을 가진 모든 
의사의 목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클리닉은 환자가 
치료를 시작할 때, 그 이후 매년 또는 환자(또는 
잠재적 환자)가 요청할 때마다 이 목록을 환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발의안에 따르면 클리닉은 
CDPH에 해당 클리닉의 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 
지분을 가진 사람을 보고해야 합니다. CDPH와 
클리닉(또는 그 소유주 또는 운영자)은 모두 자체 
웹사이트에 이 정보를 게시해야 합니다.

투석 클리닉이 필수 정보를 보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합니다. 클리닉 또는 해당 클리닉의 소유주나 
운영자가 필수 정보를 보고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보고하는 경우, CDPH는 해당 클리닉에 최대 
$100,0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클리닉이 
벌금 부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징수한 벌금은 CDPH가 클리닉에 관한 
법을 시행 및 집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투석 클리닉은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하기 
전에 CDPH에 이를 통지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클리닉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그 규모를 크게 줄이려는 계획을 하는 경우, 
발의안 29는 클리닉 또는 해당 클리닉의 소유주 또는 
운영자로 하여금 CDPH에게 서면 통지하고 CDPH
의 서면 동의를 얻도록 합니다. 이 발의안은 CDPH
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안은 
CDPH가 클리닉의 재정 자원 및 환자의 지속적인 
투석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클리닉의 계획과 같은 
정보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도록 합니다. 클리닉은 
CDPH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투석 클리닉이 치료 비용에 대한 지급원을 이유로 
환자에게 치료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발의안 29에 따라 클리닉은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클리닉은 환자의 
치료에 대한 비용을 누가 지불하는지에 따라 치료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지급인은 환자, 
민간 기업, 환자의 건강보험회사, Medi-Cal 또는 
Medicare일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 영향
높아진 투석 클리닉 비용은 주 정부 및 지방 
정부 비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발의안 29는 투석 클리닉의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전반적으로 이 발의안을 통해 클리닉의 비용이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각 클리닉이 전체 치료 
시간 동안 의사, 전문 간호사 또는 의사 보조사를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는 이 발의안의 요구 사항은 
각 클리닉의 비용을 연평균 수십만 달러씩 
증가시킵니다. 이 발의안의 다른 요구 사항은 
클리닉의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29

발의안 29의 전문은 108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분석 | 35

입법 분석가의 분석 계 속

클리닉은 증가한 비용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의사, 전문 간호사 또는 의사 
보조사를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는 데 드는 비용은 각 
클리닉의 재정 상태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추가 비용 때문에 일부 클리닉이 적자를 
보거나 이전보다 더 큰 적자를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유주나 운영자는 고수익 
클리닉을 통해 이러한 클리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주나 운영자는 장기적으로 지원할 
의향이 없거나 지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소유주와 운영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발의안 29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지급자들과 요금 인상에 대해 협상합니다. 
소유주와 운영자는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자들과 더 높은 요금을 협상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유주 및 운영자는 
민간 상업 보험사와 더 높은 요금에 대해서 
협상을 시도하고, 그보다 낮은 요금에 대해서는 
Medi-Cal이 관리하는 보험 상품과 협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전보다 낮은 수익으로 지금과 같이 운영을 
지속합니다. 일부 소유주 및 운영자는 높은 
비용으로 인해 수익이 감소할 수 있으나, 
클리닉을 폐쇄하지 않고 현 수준으로 운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일부 클리닉의 영업을 중단합니다. 클리닉이 
직면할 더 높은 비용을 고려하면 일부 소유주와 
운영자는 적자를 보고 있는 일부 클리닉을 
폐쇄하기 위해 CDPH의 동의를 구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발의안 29는 주 및 지방 정부의 의료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발의안에 따라 주 정부의 
Medi-Cal 비용과 주 정부 및 지방 정부 직원과 
퇴직자의 건강 보험 비용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더 높은 지불 요금을 협상하는 소유자 및 
운영자들:

• 이 발의안에 따라 일부 클리닉을 폐쇄하는 
경우, 병원처럼 비용이 많이 드는 환경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일부 환자들. 

신장 투석 클리닉에서 면허를 받은 의료 전문가가 현장 
근무를 해야 하며 기타 주 정부의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발의 법률. 

발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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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우리는 클리닉의 소유자 및 운영자가 
일반적으로 다음에 해당한다고 가정합니다. (1) 특히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많은 클리닉이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 발의안에 따라 부과된 새로운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일부 지급자와 지불 요금을 
높일 것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이 줄어든 
일부 클리닉을 계속 운영하거나 (3) CDPH의 
동의하에 일부 진료소를 폐쇄합니다. 연간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주 및 지방 정부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주 및 지방 정부는 현재 Medi-Cal과 직원 
및 퇴직자의 건강 보험에 $650억 이상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주 전체 일반 기금 지출액의 
0.5 퍼센트 미만입니다. (일반자금은 교육, 교도소, 
건강보험, 기타 공공 서비스를 부담하는 주의 주요 
운영계정입니다.)
이 발의안으로 인해 비교적 많은 수의 클리닉이 
폐쇄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 CDPH의 동의를 얻으면 
주 및 지방 정부는 단기적으로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비용은 매우 불확실합니다.

투석 클리닉 비용으로 충당하는 CDPH의 행정 
비용 증가
발의안 29는 CDPH에 새로운 규제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새로운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연간 
비용은 매년 낮은 수준의 수백만 달러를 넘지 않을 
것입니다. 발의안에 따르면 CDPH는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클리닉에서 지불하는 연간 면허 
수수료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 법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 목록은 https://www.sos.ca.gov/

campaign-lobbying/cal-access-resources/
measure-contributions/2022-ballot-measure-

contribution-totals 를 참조하십시오.
위원회의 기부자 상위 10명을 확인하시려면 

https://www.fppc.ca.gov/transparency/
top-contributors.html 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sos.ca.gov/campaign-lobbying/cal-access-resources/measure-contributions/2022-ballot-measure-contribution-totals
https://www.sos.ca.gov/campaign-lobbying/cal-access-resources/measure-contributions/2022-ballot-measure-contribution-totals
https://www.sos.ca.gov/campaign-lobbying/cal-access-resources/measure-contributions/2022-ballot-measure-contribution-totals
https://www.sos.ca.gov/campaign-lobbying/cal-access-resources/measure-contributions/2022-ballot-measure-contribution-totals
https://www.fppc.ca.gov/transparency/top‑contributors.html
https://www.fppc.ca.gov/transparency/top‑contributors.html


29

36 | 주장	 이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주장은 작성자의 의견이며,	공식적인 기관에 의해 그 정확성이 확인된 바 없습니다.

발의안 신장 투석 클리닉에서 공인 의료 전문가가 현장 근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며 기타 주 정부의 요구 사항을 수립합니다.	
발의 법률.29

★  발의안 29에 찬성하는 주장  ★

★  발의안 29의 찬성 주장에 대한 반박  ★

투석 환자,	간호사,	의사 및 가족들과 함께 발의안	29에	
반대하십시오.	이는 또 다른	위험한 투석 발의안입니다.	
신부전 질환이 있는	80,000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일주일에	3일 동안 투석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투석 치료를 받지 못하면 환자들의 사망 위험이	
30%	늘어납니다.
발의안	29의 관료적 요구 사항 때문에 주 전역의 투석	
클리닉은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폐쇄하도록 강요받으며,	이에	
따라 환자들은 더 치료받기 어려워져 생명이 매우 위험해질	
것입니다.	
발의안	29는 불필요하며,	투석 치료를 개선하기는 커녕 해가	
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투석 클리닉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와 환자	
만족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캘리포니아 투석	
환자는 담당 신장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으며,	치료는 특별히	
훈련을 받은 간호사와 전문기사가 관리합니다.	또한,	치료	
제공에 관여하지 않을 상근 의사를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발의안	29은 불필요하게 의료비를	

인상하고,	투석 클리닉을 폐쇄하도록 강요하고,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유권자들은 유사한 투석 발의안을 이미 두 번이나	
거부했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특별 이익 단체가 유사한 투석 발의안을	
투표용지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캘리포니아	
유권자의 육십삼 퍼센트(63%)가 지난 선거에서 거의 동일한	
법안인 발의안	23을 압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특별 이익 단체는 유권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투석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투석 환자들을 보호합시다.	발의안	29에 반대 투표하십시오!
www.NoProp29.com	
Marketa Houskova, DNP, RN,	전무 이사	
American	Nurses	Association\California	
Margarita Mendoza,	신장 투석 환자	
Robert E. Wailes, M.D.,	환자	
California	Medical	Association	

투석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변화	
매주	3회,	신장 질환 말기 상태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	
80,000명이 우리 주에 위치한	600곳이 넘는 영리 투석	
센터 중 한 곳으로 가서 몇 시간동안 자신의 혈액을 뽑아낸	
후 세척한 다음 다시 몸으로 주입하는 기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투석은 사실상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기	
때문에 남은 생애 동안 아니면 신장 이식을 받을 때까지	
반드시 이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합니다.	
이런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삶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투석에 상당히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11월	8일투표로 찬반 여부를 묻는	투석 환자의 생명 보호법을	
전적으로 지지해야 합니다.	이 발의를 통해 의학적으로 가장	
취약한 일부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보호하는 투석 치료를	
상식적인 선에서 개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발의로 개선되는 주요 사안 다섯 가지:	
첫째,	환자가 치료를 받을 때마다 클리닉에 의사,	전문 간호사	
또는 의료 보조사가 꼭 옆에 있어야 하는데,	이는 현재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투석은 위험한 절차이므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사나 충분히 훈련된 임상의가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투석 환자는 더 심각한 질병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클리닉은 환자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 감염 데이터를 주 정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셋째,	생명을 구하는 의료 시설로서 투석 기업은 클리닉을	
폐쇄하거나 서비스를 축소하기 전에 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특히 시골 지역에 사는 환자들의 투석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보호할 것입니다.	

넷째,	이 발의안은 환자를 보험 유형으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며,	모든 클리닉에서 환자를 보호하도록 합니다.	
클리닉이 부유하거나 혹은 가난한 지역사회에 있든,	농촌이나	
흑인 또는 갈색 인종 지역사회에 있든 의사나 다른 고도로	
훈련받은 임상의가 현장에 있어야 하며,	모든 클리닉은	
감염률을 보고해야 하고,	모든 투석 기업의 경우 환자를 보험	
유형으로 차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섯째,	클리닉과 투석 기업에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환자들이 자신의	
치료를 위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투석 클리닉과 의사 간의 합작 회사가 보편화되고 있으므로,	
이해 관계자와 정책 입안자가 의사들이 가진 소유권의 영향을	
연구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투석 기업이 이 발의가 막대한 비용을 새로 초래하거나	
환자에게 해를 주거나 의사가 부족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현혹되지 마십시오.이런 식의 가짜 주장은 부정직한 홍보	
캠페인의 공포 분위기 조성 전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를 쉽게 만들어 내면서도	
우리의 의료 체계에 혼돈을 초래하지 않고 여전히 매년 수억	
달러의 이익을 벌 수 있습니다.	
발의안	29는 투석 환자를 진정으로 보호하는 데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찬성 투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Emanuel Gonzales,	투석 환자 관리 전문가	
Reverend Kisheen W. Tulloss,	환자
The	Baptist	Ministers	Conference	of	Los	Angeles	
Cecilia Gomez-Gonzalez,	투석 환자 지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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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투석 클리닉에서 공인 의료 전문가가 현장 근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며 기타 주 정부의 요구 사항을 수립합니다.		

발의 법률.

발의안

29
★  발의안 29에 반대하는 주장  ★

★  발의안 29의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  ★

대규모 투석 기업은 환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싶어합니다.	
2020년에 캘리포니아 주의 투석 업계는 환자들을 위해 투석	
클리닉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발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1억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많이 지출했을까요?	
2020년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벌어들인	$5억	6,100만의	
막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환자에게 투석은 생명을 구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업계의	
경영진들에게 투석은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길이기 때문에	
그들은 발의안	29가 통과되어 더 높아진 기준에 대한 책임을	
그들이 지게 될 경우 클리닉의 문을 닫을거라고 위협하며	
다시 공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들은 자신들의	
특전과 백만 달러 대의 연봉을 지키기 위해 병약한 투석	
환자를 심각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발의안이 환자들에게 해가 된다고 거짓으로	
주장합니다.	
그들은 투석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 발의안에 반대한다고	

주장하지만,	투석 의사와 간호사들은 그들에게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투석 클리닉이 이미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다른 의료 시설보다 훨씬 적은 수를 점검받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함이 자주 드러나고 있습니다.
발의안	29는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의사 또는 전문	
간호사를 필요한 현장에 배치하고,	센터에 감염 데이터를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환자가 가지고 있는 보험 유형에	
근거하여 일부 환자를 차별하는 일을 끝내며,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클리닉이 문을 닫으려면 주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상식적인	
선의개선을 진행합니다.	
최종적으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발의안	29에 찬성 투표하여	
취약한 투석 환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Shama Aslam,	이전 투석 환자	
Richard Elliott,	투석 환자	
Ruben Tadeo,	투석 환자

투석 환자들은 우리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 발의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특별 이익 단체가 저와	80,000명의 다른 투석 환자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발의안을 투표용지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유권자들은 이 위험한 발의안을	
두번이나 압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또 다른	위험한 투석	
발의안을 멈추기 위해 발의안	29에 반대하십시오.”—Angel	
De	Los	Santos,	로스앤젤레스 투석 환자	
“2년 동안 동안 투석을 받았습니다.	투석은 그야말로 제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저는 한 특별 이익 단체가 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세 번째 발의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납니다.	저와 같은 환자를 다시 한 번 보호해 주십시오.	
발의안	29에 반대 투표하십시오.”—Rachel	Sprinkle-
Strong,	새크라멘토 투석 환자	
발의안	29는 지역사회의 투석 클리닉이 의료 서비스를	
중단하고 폐쇄하게 강제하여 환자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투석 환자,	간호사,	의사들은 발의안	29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신부전 질환이 있는	80,000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일주일에	3일 동안 투석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투석 치료를 받지 못하면 환자들의 사망 위험이	
30%	늘어납니다.	
발의안	29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치료하지 않더라도 항상	
현장에 새로운 관리자를 배치하도록 투석 클리닉에 강요할	
것입니다.	이 불필요한 요구 사항 때문에 수억 달러의 비용이	
들고,	매년 주 전역의 투석 클리닉은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폐쇄하도록 강요받으며,	이에 따라 환자들은 더 치료받기	
어려워져 생명이 위험해질 것입니다.	
투석 클리닉은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투석 클리닉은 연방 및 주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양질의 의료 서비스와 환자 만족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각 캘리포니아 투석 환자는 담당 신장	
전문의의 치료를 받고 있으며,	투석 치료는 특별히 훈련을	

받은 간호사와 면허가 있는 전문기사가 관리합니다.	치료	
제공에 관여하지 않을 상근 의사가 또한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발의안	29는 의료 종사자 부족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더 많은	
응급실을 환자로 붐비게 만들 것입니다.	
“발의안	29는 수천 명의 의사,	의사 보조사 및 전문 간호사를	
그들이 필요한 병원과 클리닉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이	
필요하지 않은 투석 클리닉의 관리직에 배치할 것입니다.”—
Marketa	Houskova,	간호학 박사,	RN,	American	Nurses	
Association\California	전무이사.
“발의안	29는 의사들을 그들이 필요한 병원과 클리닉에서	
빼앗고,	대기 시간을 늘리고,	다른 의료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줄임으로써 점점 심각해지는 의사 부족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Robert	E.	Wailes,	M.D.,	
California	Medical	Association	회장	
또 다른 특별 이익 단체의 남용	
이 특별 이익 단체가 유사한 투석 법안을 투표용지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이	
법안을 두 번이나	압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특별 이익	
단체는 유권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투석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투석 환자,	가족,	간호사 및 의사들과 함께 발의안	29에	
반대하십시오.	
발의안	29	반대자:	•	수만 명의 투석 환자와 가족들.	
•	American	Nurses	Association\California	•	American	
Academy	of	Nephrology	Physician	Assistants	•	수천		
명의 환자를 대표하는 투석 환자 시민들	•	40,000명의	
캘리포니아 의사들을 대표하는	California	Medical	
Association	•	응급실 의사들
www.N0Prop29.com	
Anthony Hicks,	신장 투석 환자	
Angelic Nicole Gant,	신장 투석 환자	
Gregory Ridgeway,	신장 투석 환자

이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주장은 작성자의 의견이며,	공식적인 기관에 의해 그 정확성이 확인된 바 없습니다.		 주장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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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2백만을 초과하는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 인상을 통해 
공기 오염 감소 및 산불 예방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을 
제공합니다. 발의 법률.30

공식 제목 및 요약 법 무 장 관  작 성

배경 
캘리포니아는 개인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주 정부는 주 내에서 벌어들인 개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작년에 개인 
소득세는 세입으로 $1,300억 이상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세입의 대부분은 교육, 교도소, 
의료 및 기타 공공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탄소 무배출 차량 프로그램. 주 정부는 화석 
연료 연소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기후 변화에 기여하는 온실 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주 정부는 
탄소 무배출 차량(ZEV) 또는 배기관에서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차량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ZEV의 예로는 
전기차와 수소 연료 전지차가 있습니다. 주 
정부는 승차 공유 회사(예: Uber 및 Lyft)
가 서비스에 점점 더 많은 수의 ZEV를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주 정부는 가계, 

기업 및 정부 기관이 새로운 ZEV를 구매하고 
전기차용 충전소와 같은 연료 보급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돕는 데 일부 기금을 
제공합니다. 
산불 진압 및 예방 프로그램. 주 정부는 
캘리포니아 토지 면적의 약 3분의 1에서 
실시하는 산불 진압 활동(일반적으로 
소방이라고 함)에 대하여 주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와 지역 기관은 
캘리포니아의 다른 모든 지역에서 실시되는 
산불 진압에 대하여 주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산불 진압 활동은 대형 산불의 
확산을 억제하고,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고 
주민들을 해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주 정부는 산불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발생 시 피해를 제한하기 위해 산불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산불 예방 활동의 몇 
가지 예로는 무성한 숲에서 나무를 제거하고 
건물 근처 지역에서 불이 날 가능성이 있는 
죽은 식물을 처리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 개인 혹은 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200만이 넘는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1.75% 올리고, 새로운 세입을 다음과 같이 
할당합니다. (1) 45%를 탄소 무배출 차량 
구입에 대한 환불과 그 외 인센티브에  
할당하며, 그리고 탄소 무배출 차량용 
충전소에 35%를 할당하고 최소 본 기금의 
절반을 저소득층 가구와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하며 또한 (2) 산불 예방과 진압 
프로그램에 20%를 할당하고 소방관 고용과 
훈련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 프로그램과 비용 지출에 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입법 분석가가 예상하는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에 미칠 순 재정적 영향에 대한 요약:
• 연간 $35억에서 $50억에 이르는 늘어난 

주 정부의 세입 증가분을 탄소 무배출 
차량 프로그램(80 퍼센트) 및 산불 대응 및 
예방 활동(20 퍼센트)을 지원하는 새로운 
기금으로 사용합니다.

입법 분석가의 분석

이 법안의 내용은 111페이지와 주 국무장관 웹사이트  
voterguide.sos.ca.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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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분석가의 분석 계 속

제안
고소득 납세자에 대한 
새로운 세금 부과
발의안 30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매년(연간) 소득이 
$2백만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2백만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1.75퍼센트의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추가 세금은 2043년 1월에 
종료됩니다. 캘리포니아가 
그 전에 주 전역의 온실 가스 
배출량을 특정 수준 이하로 
낮출 수 있다면 세금 부과가 
몇 년 더 일찍 종료될 수 
있습니다.

세입을 사용하여 ZEV 프로그램 및 산불 
활동 확대
발의안 30에 따르면 그림 1과 같이 새로운 
세금을 징수한 세입은 ZEV 프로그램 및 산불 
활동을 위한 기금을 늘리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 돈은 프로그램 및 활동을 관리하기 
위해 여러 주 정부 기관에 할당될 것입니다.
ZEV 프로그램(80 퍼센트). 총 세입의 약 
80 퍼센트는 두 가지 ZEV 프로그램 범주에 
대한 것입니다. 

• 신차 구입을 위한 지불금.  이 돈의 
대부분은 가계, 기업 및 정부가 새로운 
여객용 ZEV(자동차, 밴, 픽업 트럭 등) 
비용의 일부를 지불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남은 돈은 다른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형 
ZEV(트럭 및 버스 등) 구입을 돕기 

위해 기업과 정부에 지불하는 비용과 
운전을 줄이고 지역 대기 질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 충전소. 이 돈은 아파트, 단독주택, 
공공장소와 같은 장소에 ZEV 충전소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위의 각 범주에 대해 최소한 절반의 돈은 
오염이 심한 지역사회 및/또는 저소득층 
지역사회에 거주하거나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프로젝트에 사용해야 
합니다. 남은 돈은 주 내 어느 곳에서나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불 진압 및 예방 활동(20 퍼센트).총 
세입의 약 20 퍼센트는 산불 진압 및 방지 
활동에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정부는 주 소방관을 고용, 훈련 및 유지하는 
지출에 우선순위를 둘 것입니다. 남은 돈은 
다른 산불 진압 및 예방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백만을 초과하는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 인상을 통해 
공기 오염 감소 및 산불 방지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을 

제공합니다. 발의 법률.

발의안

30

충전소
35%

신차 구입을 위한 지불금
45%

산불 진압 및 예방
20%

ZEV 프로그램

ZEV = 무공해 차량(zero-emission vehicle)

그림 1

발의안 30, ZEV 프로그램과 산불 활동을 
위한 증가 세입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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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2백만을 초과하는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 인상을 통해 
공기 오염 감소 및 산불 방지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을 
제공합니다. 발의 법률.30

재정적 영향
ZEV 프로그램 및 산불 활동에 대한 새로운 
세금으로 주 정부 세입 증가. 고소득 납세자에 
대한 새로운 세금은 일반적으로 연간 
$35 억에서 $50 억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상될 것입니다. 이 범위는 고소득 납세자의 
소득 변화를 반영합니다. 고소득 납세자의 
소득은 종종 경제와 주식 시장의 변화로 인해 
많이 변합니다. 발의안 30의 지출 요구 사항에 
따라 이 기금은 다음 사항을 지원할 것입니다.

• ZEV 프로그램 이 발의안으로 인해 ZEV을 
위한 주 정부의 기금이 연간 $28 억에서 
$40 억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주 정부는 
일반적으로 ZEV 프로그램에 연간 수억 
달러를 지출하며, 최근에는 이러한 
프로그램에도 5년 동안 약 $100 억을 
지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산불 진압 및 예방 활동. 이 발의안으로 
인해 산불 진압 및 예방 활동을 위한 
주 정부의 기금이 연간 $7 억에서 
$10 억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주 정부는 
일반적으로 산불 활동, 주로 소방 활동에 
연간 약 $20 억에서 $40 억을 지출합니다.

ZEV 지출 증가로 인한 잠재적인 주 및 지역적 
영향. 발의안 30에 따른 ZEV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기금은 캘리포니아에서 운행되는 
휘발유 또는 디젤 차량뿐만 아니라 ZEV
의 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의안이 실제로 미칠 영향은 다양한 이유로 
불확실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분석이 작성되는 동안 주 정부는 자동차 
회사가 ZEV만 판매할 수 있는 2035년까지 
향후 몇 년 동안 더 많은 비율의 ZEV를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 정부는 2022년 8월까지 이 

요구 사항을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요구 사항은 때때로 “ZEV 의무판매제”라고도 
합니다. 주 및 지방 정부에 대한 발의안의 
잠재적인 교통 관련 재정적 영향은 ZEV 
의무판매제의 승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 주 정부가 ZEV 의무판매제를 승인하면 
새로운 ZEV 구입을 지원하는 이 발의안의 
추가 기금이 캘리포니아에서 운행되는 
총 ZEV 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ZEV 의무판매제로 인해 추가 
지출이 없어도 이미 ZEV 판매 수를 
많이 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 
발의안의 주요 영향은 ZEV에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즉, 
차량 판매자 및/또는 구매자 대신 고소득 
납세자가 내는 새로운 세입으로 더 많은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 및 
지방 정부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 주 정부가 ZEV 의무판매제를 승인하지 
않으면 새로운 ZEV 구입을 지원하는 
이 발의안의 기금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운행되는 ZEV의 수를 늘리고 휘발유 
또는 디젤 차량의 수를 줄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휘발유 사용량이 감소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교통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휘발유 세입 
감소, 전기세 세입 증가, 대기 오염 감소와 
관련된 기타 영향을 포함하여 주 및 지방 
정부에 여러 다양한 재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미칠 순 
재정적 영향은 불확실하지만, 주 및 지방 
정부가 모든 활동에 매년 지출하는 수천억 
달러에 비하면 미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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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30의 전문은 111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분석 | 41

입법 분석가의 분석 계 속

산불 진압 및 복원을 위한 잠재적인 주 및 지방 
정부의 비용 감소. 발의안 30은 산불 활동을 
위한 추가 기금이 향후 산불의 심각성을 
줄이는 것으로 끝날 경우, 소방, 청소 및 복원과 
관련된 주 및 지방 정부의 비용을 다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 절감은 (1) 어떤 특정 
산불 활동에 기금이 지원되는지, (2) 이러한 
활동이 산불 심각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줄이는지, (3) 특정 연도에 발생했을 산불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모든 요소가 
불확실하여 주 및 지방 정부에 미칠 잠재적 
재정적 영향의 규모가 불확실합니다. 
다른 활동에 대한 주 정부의 세입 감소 일부 
납세자들은 아마 납부해야 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는 
발의안 30에 따라 기금이 지원되지 않는 
활동에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는 주 
정부의 기존 세입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느 정도 발생할지, 그리고 그 결과로 
주 정부가 얼마나 많은 세입을 잃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2백만을 초과하는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 인상을 통해 
공기 오염 감소 및 산불 방지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을 

제공합니다. 발의 법률. 

발의안

30

주 정부의 지출 한도를 준수하기 위한 다른 
주 프로그램에 대한 잠재적 감소. 비상 
사태에 대응하고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캘리포니아 헌법은 주 
정부에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주 정부 지출은 이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발의안 30에서 요구하는 
지출 중 일부(연간 대략 $15 억에서 $30 억)
는 이 한도에 포함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주 정부의 지출이 한도에 도달했을 때, 이 
발의안에 따라 주 정부는 ZEV 프로그램 및 
산불 활동에 필요한 새로운 지출 “여지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금액의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이 법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 목록은 https://www.sos.ca.gov/

campaign-lobbying/cal-access-resources/
measure-contributions/2022-ballot-measure-

contribution-totals 를 참조하십시오.

위원회의 기부자 상위 10명을 확인하시려면 
https://www.fppc.ca.gov/transparency/

top-contributors.html 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sos.ca.gov/campaign-lobbying/cal-access-resources/measure-contributions/2022-ballot-measure-contribution-totals
https://www.sos.ca.gov/campaign-lobbying/cal-access-resources/measure-contributions/2022-ballot-measure-contribution-totals
https://www.sos.ca.gov/campaign-lobbying/cal-access-resources/measure-contributions/2022-ballot-measure-contribution-totals
https://www.sos.ca.gov/campaign-lobbying/cal-access-resources/measure-contributions/2022-ballot-measure-contribution-totals
https://www.fppc.ca.gov/transparency/top‑contributors.html
https://www.fppc.ca.gov/transparency/top‑contributor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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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주장	 이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주장은 작성자의 의견이며,	공식적인 기관에 의해 그 정확성이 확인된 바 없습니다.

발의안 $2백만을 초과하는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 인상을 통해	
공기 오염 감소 및 산불 예방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을	
제공합니다.	발의 법률.30

★  발의안 30에 찬성하는 주장  ★

★  발의안 30의 찬성 주장에 대한 반박  ★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깨끗한 공기를 마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다년간 기후 투자에	$500억이 넘는 금액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탄소 무배출 차량(ZEV)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100억 달러가 포함됩니다.	캘리포니아는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부터 우리 이웃,	농장 및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오염과 싸우며,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역사적인 인플레이션율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십억 달러의 더 높은 세금을 마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의안	30의 좁은 시각은 이러한 새로운 소득세에 대한 특별 이익	
잠금 장치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의	
K–12	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를 위한 가장 큰 기금 출처였으나,	
향후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세금은 의료,	공공 안전,	농업	
또는 고령자들과 노숙자들을 위한 서비스에 기금을 제공하지	
않으며,	주 및 지방 정부가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ZEV가 구입가능할 만큼	
저렴해진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집세를 내고 먹고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발의안	30은	
저소득층 가구가	ZEV를 구입할 수 있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ZEV는 부유한 중산층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구입합니다.	
발의안	30은 이 심각한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는	LYFT를 포함한 승차 공유 회사가	
2030년까지	90%의 탄소 배출량을	0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LYFT는 정당한 몫을 지불하는 대신	ZEV	사회 기반	
시설 및 기업 보조금을 지불하도록 주 정부에 로비를 했습니다.
현재	LYFT는 발의안	30에 기금을 지원하기 위해	$1,500만이 넘는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왜일까요?	납세자들이	LYFT에 필요한	ZEV	
개선에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E. Toby Boyd,	회장
California	Teachers	Association
Jack O’Connell,	전 공립 교육 교육감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마땅히 깨끗한 공기로 숨쉬어야 합니다.		
기후 변화는 극심한 더위,	장기간의 가뭄 및 치명적인 산불을	
초래하여 생명을 앗아가고,	집을 파괴하고,	캘리포니아 경제에	
수백억 달러의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화재가 나기 쉬운 계절은 이제 일 년 내내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공기	
질은 미국에서 최악입니다(2022년	American	Lung	Association	
보고서).	유독하고 오염된 공기는 우리들,	특히 아이들과 고령자를	
천식,	심장마비,	폐암 및 뇌졸중과 같은 증가하는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시킵니다.	
기존 프로그램으로는 캘리포니아의 경제,	환경 및 공중 보건에 대해	
늘어나는 위협을 해결하기에 부족합니다.	우리는 캘리포니아 공기	
오염과 온실 가스의 두 가지 주요 원인인 산불과 차량을 줄이기 위해	
긴급히 행동해야 합니다.	
발의안	30은 차량으로 인한 재앙적인 산불 및 공기 오염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발의안	30은 다음과 같이 캘리포니아 공기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금을 제공합니다:
• 산불 예방 및 진압.	• 소비자가 깨끗한 탄소 무배출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리베이트 제공.	• 주 전체에 저렴하고 편리한	
전기차 충전소 네트워크 신설.	
이 법안은 연간 수익이	$200만 이상인 대략	35,000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1.75%의 세금을 인상하여 기금을 조달합니다.	$200만	
미만의 개인 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장 부유한	0.2%만 영향을 받습니다.	소기업 수익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산불 예방 및 주택 보호		
발의안	30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재앙적인 산불을 방지하고	
주택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프로그램에 기금을 지원합니다.	
• 산림을 관리하여 심각한 산불의 원인이 되는 건조한 초목을 줄임.	
• 가정과 기업 주변에 있는 보호 공간을 개선하여 산불이 지역	
사회로 확산되는 위험을 줄임.	• 주 소방관 고용과 훈련 및 산불이	
통제할 수 없이 커지기 전에 진압할 수 있는 소방 장비 증대	.
우리 소방관들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은 점점 더 위험한 화재와 싸워야 하므로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발의안	30:	엄격한 책임		
• 관리비를 제한합니다.	• 기금이 의도한 대로 사용되게 하려면 주	
정부 회계 감사관과	주 정부 관리자의 독립적인 감사가 필요합니다.	
• 입법부가 기금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기금 오용에 대하여 형사처벌 및 벌금을 부과합니다.
전기차를 더 저렴한 가격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함	
휘발유는 너무 비쌉니다.	소비자들은 선택권을 원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전기차를 살 여유가 없습니다.	발의안	30은 전기 자동차를	
원하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구가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직접 할인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통학 버스,	
농기구 및 대형 트럭도 또한 디젤 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자격이 됩니다.	
충전소를 주 전역으로 확대		
발의안	30은 주 전역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저렴한 충전소	
네트워크를 개발하여 수천 개의 고임금 친환경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집,	아파트,	기업 및 지방 정부도 자동차 충전이 휘발유	
구입보다 더 편리하다는 것을 보장할 자격이 됩니다:	직장,	집,	
상업 및 공공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가 더	
많은 전기차로 전환함에 따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전력망을	
개선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깨끗한 공기가 있는 미래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발의안	30으로 심각한 산불을 줄이고 캘리포니아의 깨끗한	
공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역의 주 정부 소방관,	
간호사,	의사,	과학자,	환경 단체 및 기업과 함께 지지해주십시오.	
www.Yeson30.org	
Tim Edwards,	회장	
CalFire	주 정부 소방관들	
David Tom Cooke, M.D., FACS 
American	Lung	Association	
Sherry Jackman,	부의장	
Coalition	for	Clean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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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만을 초과하는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 인상을 통해	
공기 오염 감소 및 산불 예방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을	

제공합니다.	발의 법률.

발의안

30
★  발의안 30에 반대하는 주장  ★

★  발의안 30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  ★

발의안	30:	산불의 감소,	더 깨끗한 공기.	억만장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기금을 조달합니다.	
기후 변화는 우리의 삶,	재산 및 경제에 점점 더 위협이 되는	
치명적인 산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공기는 오염되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정부는 예산 흑자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발의안	30은 가장 부유한	0.2%의 사람들에게 산불을 예방하고 공기	
오염을 줄이는 프로그램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여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숨쉴 수 있는 깨끗한 공기를 확보하게 합니다.
발의안	30의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만을 초과하는 개인 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연간 소득이	
$200만 미만인 납세자들은 더 높은 세금이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2절,	17044(a).]
전력망 안정성 향상		
• 망 개선 및 기반 시설에 수십억 달러의 기금을 제공하여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 망이 손상될 수 있는 작업을 금지합니다.	[제1절,	80211]	
“전기차는 전기를 저장하므로 전력 공급이 위험할 때 전력망에	
전기를	되돌려놓을	수 있어 정전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than	Elkind,	기후 프로그램 책임자,	UC	Berkeley	School	of	

Law	Center	for	Law,	Energy,	and	the	Environment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비용 절감		
2020년 소비자 보고서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는 휘발유 자동차에	
비해 전기차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유지 관리 및 연료 비용이	
절감하여	$6,000–$10,000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발의안	30은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입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유류비 및 유지 보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제1절,	80221]	
발의안	30:	주 소방관이 지지,	억만장자들이 반대		
야당의 배후에 있는 억만장자들과	CEO들은 더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산불과 깨끗한 공기에 대해서도 아무 말이나 할 것입니다.	
www.Yeson30.org/getthefacts	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소방관,	환경 단체,	소비자 단체 및 환경 전문가들과 함께 발의안	
30에 찬성 투표하십시오.
Mary Creasman,	CEO	
California	Environmental	Voters	
Max Baumhefner,	기후 및 청정 에너지 수석 변호사	
천연자원보호협회
Dr. Jose Pablo Ortiz Partida,	수석 기후 과학자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발의안	30은 최대	20년 동안 세금을 최소	$300억에서 최대	$900
억까지 인상하여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가구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유가,	식품 및 주택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지	
않은 것이 바로 세금 인상입니다.	특히 많은 경제학자들이 예측한	
경기 침체가 가구를 강타하고 생계를 위협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이미 가장 높은 판매세 중 하나인 가장 높은	
주 소득세와 가장 높은 유류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가장	
높은 생활비와 매일 씨름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30은 주택 소유주와	
소기업이 납부하는 공공요금을 급등하게 하고 더 높은 세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서 캘리포니아에서	10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인	
세금 인상이 될 것입니다.	
발의안	30은 이미 순환 정전의 위험에 처해 있는 전력망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입니다.		
발의안	30은 향후	10년 동안 캘리포니아에 최대	300만 대의 새로운	
탄소 무배출 차량을 추가할 것이며,	이로부터 주 정부는 이러한	
대규모 증가를 처리하기 위해 현재 전력망의 용량을 늘려야 합니다.	
이 비용은 발의안	30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 공공요금 납부자
(이미 미국에서 가장 높은 요금 중 일부를 지불함)들이 이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급등할 수 있고 납세자들은 매달	
훨씬 더 높은 전기 요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전력망은 이미 매년 여름 벼랑 끝에 몰리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순환 정전을	
겪었습니다.	우리 전력망은 여름철에 이미 한계에 이르렀으며,	
발의안	30으로 인해 전기 수요가 증가하여 순환 정전 위험이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는 현재 전기차 프로그램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더 많은 새로운 세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 정부의 예산 흑자는	
올해	$975억으로 증가했습니다.	주 정부는 세금을 인상하지 않고	
전력망의 안정성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탄소 무배출 차량을 신속하게	
채택할 수 있도록 지출 계획을 이미 세웠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미	$100억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더 많은 기금이	
필요하면 새로운 세금을 더 많이 인상하는 대신에 주 정부의 예산	
흑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불 예방에 대한 추가 지출은 주 정부의 예산 흑자를 활용하여 쉽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현재 산불 예방과 진압에 연간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의	$975억 흑자 중 일부를 사용하여	
올해 산불 예방에 거의	$40억을 지출하고 있으며,	천 개가 넘는 신규	
소방관직이 생겼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로 해당 예산이 약간 증가할	
것이며,	이 금액은 주 정부의 예산 흑자에서 쉽게 기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교사,	중소기업과 함께 전력망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이	
불필요한 세금 인상을 거부하십시오:
Jon Coupal,	회장
Howard	Jarvis	납세자 협회	
Betty Jo Toccoli,	회장
캘리포니아 중소기업 협회	
Joe Coto,	회장
United	Latinos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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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제목 및 요약 / 분석

발의안 특정 가향 담배 제품의 소매 판매를 금지하게  
될 2020년 법에 대한 주민 투표입니다.31

공식 제목 및 요약 법 무 장 관  작 성

배경 
담배 제품 
사람들은 다음 제품을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담배 제품을 사용합니다:

• 궐련형 담배. 궐련형 담배를 피우는 
것은 담배 사용의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담배 향과는 
별도로 궐련형 담배에는 멘솔 향이 
첨가될 수 있습니다. 

• 전자 니코틴 전달 시스템(ENDS). 
이렇게 배터리로 작동되는 기기
(예: 전자 궐련형 담배, 전자 시가, 
전자 담배, 전자 담배 펜, 카트리지, 
탱크 및 모드)는 니코틴이 포함된 특수 
액체를 에어로졸로 바꿉니다. 사용자는 
에어로졸을 흡입합니다. 액체에는 과일 

또는 민트 향과 같은 비담배 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향을 별도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 기타 담배 제품. 기타 담배 제품은 흡연, 
흡입, 씹기 또는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에는 시가, 
씹는 담배, 잎 담배, 시샤(일반적으로 
물담배의 일종인 후카에 사용됨), 무연 
담배, 가열 담배 및 니코틴 파우치가 
포함됩니다. ENDS와 유사하게, 이 
제품들에는 비담배 향이 첨가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의 담배 사용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성인과 청소년의 약 10 퍼센트가 담배 
제품을 사용합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은 청소년에 비해 궐련형 담배를 
정기적으로 피울 가능성이 높은 반면, 

“예”에 투표하면 주 입법부가 2020년 
제정한 다음 법(및 시행 허용)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 특정 가향 담배 제품(궐련형 담배와 전자 

담배, 씹는 담배, 코담배 등을 제한없이 
포함) 및 담배 가향 강화제의 소매 판매를 
금지합니다.

• 특정 프리미엄 수제 시가, 잎 담배(궐련형 
담배 제조 목적이 아닌) 및 물담배 제품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물담배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경우)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니오”는 해당 법에 반대하며 이 법의 
시행을 막게 됩니다.

입법 분석가가 예상하는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에 미칠 순 재정적 영향에 대한 요약:
• 주 정부의 담배 세입이 연간 수천만 

달러에서 연간 약 $1억까지 감소합니다.

입법 분석가의 분석

이 법안의 내용은 122페이지와 주 국무장관 웹사이트  
voterguide.sos.ca.gov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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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31의 전문은 122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분석 | 45

입법 분석가의 분석 계 속

청소년은 성인보다 ENDS 제품을 
정기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약 20 퍼센트와 청소년의 
약 50 퍼센트가 멘솔 담배를 사용합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ENDS 사용자
(성인 및 청소년 모두)는 가향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배 규제
담배 사용 및 간접 흡연으로 암, 심장병, 
뇌졸중, 호흡기 질환 및 임신 중 합병증과 
같은 많은 건강 문제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연방, 주 및 지방 정부는 담배가 건강에 주는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법과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담배 제품을 규제합니다. 
2009년에 승인된 연방법은 연방 식품의약국
(FDA)에 담배 제품의 제조, 마케팅, 판매 및 
유통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연방법에 따르면 FDA는 ENDS와 같은 
새로운 담배 제품을 합법적으로 판매하기 
전에 검토 및 승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향 
담배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연방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방법은 멘솔을 제외한 가향 담배를 
금지합니다. 연방법은 2009년부터 
멘솔을 제외한 비담배 가향 담배를 
금지했습니다. 

• FDA는 최근에 담배에서 멘솔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2022년 4월에 FDA는 (1) 멘솔 가향 
담배를 금지하고 (2) 모든 비담배 가향 
시가를 금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FDA
는 현재 이 금지 조치를 최종 승인할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FDA는 새로운 담배 제품을 합법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신청서를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현재 FDA는 42
개의 새로운 담배 제품을 승인했습니다. 
이 제품은 23개의 ENDS 제품(담배 가향 
또는 무향)과 19개의 기타 담배 제품
(멘솔, 민트 또는 윈터그린 향 또는 무향)
입니다. FDA는 100만 개가 넘는 비담배 
가향 ENDS 제품을 승인 거부했습니다.

• FDA는 ENDS 제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2020년에 FDA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ENDS 제품을 포함하여 
승인되지 않은 특정 ENDS 제품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및 지방 정부는 담배에 대한 추가 규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주 및 지방 정부는 제품 
표준을 변경할 수는 없지만, 담배에 대한 더 
엄격한 추가 규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는 2019년에 연방 정부가 
조치를 취하기 전에 미국에서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2016년에 만 18세에서 
만 21세로 올렸습니다. 
많은 지방 정부가 특정 가향 담배 제품의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의 
약 3분의 1은 특정 가향 담배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지역 정책에 멘솔 
담배 판매 금지가 포함됩니다. 

주 정부의 담배 세입
주 정부의 담배 세입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기금을 지원합니다. 캘리포니아는 담배, 
ENDS 및 기타 담배 제품에 담배세를 
부과합니다. 작년에 주 정부의 담배 세입으로 
약 $20 억을 모았습니다. 유권자들이 승인한 

특정 가향 담배 제품의 소매 판매를 금지하게  
될 2020년 법에 대한 주민 투표입니다.

발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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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특정 가향 담배 제품의 소매 판매를 금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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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투표 발의안은 이러한 세입의 대부분을 
특정 프로그램에 할당합니다. 그림 1은 
이러한 세입으로 기금을 조달하는 주요 
프로그램 지역을 보여줍니다.
그림에 나타난 것과 같이 주 정부의 
담배 세입 대부분은 의료 프로그램에 
할당됩니다. 예를 들어, 담배세는 Medi-Cal 
프로그램의 많은 기금 출처 중 하나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Medi-Cal로도 알려진 
연방-주 Medicaid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이 
있는 저소득층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건강 보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담배세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담배 판매를 방지하는 
것과 같은 담배 규제 방안에 기금을 
지원합니다.

가향 담배 금지를 위한 최근의 노력
2020년에 입법부가 상원 법안(SB) 793을 
통과시켰고 주지사가 이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대면 매장과 자판기가 대부분의 가향 
담배 제품과 담배 제품 가향 강화제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에 대한 주민 투표가 투표 기준에 
부합하였기 때문에 이 법은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주법에 대한 주민 투표가 
투표 기준에 부합할 경우, 유권자들이 발효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해당 법의 발효는 
보류됩니다. 

제안
발의안 31은 2020년 SB 793에 대한 주민 
투표입니다. 

“예” 및 “아니오” 투표의 의미
이 주민 투표에서 “예”에 투표하는 것은 
SB 793이 발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주민 투표에서 “아니오”에 투표하면 SB 793
이 발효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SB 793
에 대해서는 아래에 더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발의안 31의 주요 조항 (SB 793)
대부분의 가향 담배 제품 및 담배 제품 
가향 강화제의 판매를 금지합니다. 발의안 
31 (SB 793)은 대면 매장과 자판기가 
대부분의 가향 담배 제품이나 담배 제품 
가향 강화제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발의안은 매장에서 판매 및 사용되는 물담배
(후카), 특정 시가 또는 잎 담배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가향 담배 제품의 정의. 발의안 31은 가향 
담배 제품을 일반 담배 향과 다른 향이 
첨가된 제품으로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이 향에는 과일, 민트, 멘솔, 꿀, 초콜릿 또는 
바닐라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발의안은 
담배 제품 가향 강화제를 담배 제품에 
첨가하면 향이 나는 제품으로 정의합니다.
위반할 때마다 $250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발의안 31은 앞에서 설명한 요구 사항을 
위반할 때마다 매장 및 자판기 소유주에게 
$250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작년 세입 지분

그림 1

주 정부의 담배 세입으로 
운영된 프로그램 영역

56 %
21

2
4
7

프로그램 영역

의료 서비스
유아 교육 프로그램
담배 규제 프로그램
의료 연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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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영향
담배 세입 감소. 발의안 31로 주 정부의 
담배 세입이 연간 수천만 달러에서 연간 약 
$1 억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주 
정부의 담배 세입은 약 $20 억이었습니다.) 
이러한 세입 감소로 의료와 같이 그림 1에 
기재된 유형의 프로그램에 대한 기금 지원이 
감소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입 감소의 규모는 소비자가 이 
발의안에 어떻게 반응하는 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소비자가 가향 제품에서 무향 
제품으로 바꾸는 것과 같은 일부 반응은 
담배 세입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담배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과 같은 다른 반응은 담배 
세입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유형의 반응이 매우 일반적이라면 연간 
약 $1 억의 세입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이 덜 일반적이라면 연간 수천만 
달러 미만의 세입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발의안에 어떻게 반응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세입 감소 범위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FDA
는 멘솔 담배 및 가향 시가를 금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FDA가 금지를 확정하면 
발의안 때문에 발생하는 세입 감소액은 더 
적을 것입니다.) 

특정 가향 담배 제품의 소매 판매를 금지하게  
될 2020년 법에 대한 주민 투표입니다.

발의안

31

주 및 지방 정부의 의료비에 대한 불확실한 
변화. 주 및 지방 정부는 직원과 자격이 있는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불합니다. 발의안 
31은 담배 사용을 줄여 건강이 개선될 
것입니다. 건강 상태가 양호하면 단기적으로 
주 및 지방 정부의 일부 의료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절감액은 불확실합니다. 건강 
상태가 양호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발의안이 시간이 지나면서 주 및 지방 정부의 
의료비 절감과 증가 모두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 및 지방 정부가 부담하는 
의료비의 장기적 순 변화는 불확실합니다.

이 법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 목록은 https://www.sos.ca.gov/

campaign-lobbying/cal-access-resources/
measure-contributions/2022-ballot-measure-

contribution-totals 를 참조하십시오.
위원회의 기부자 상위 10명을 확인하시려면 

https://www.fppc.ca.gov/transparency/
top-contributors.html 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sos.ca.gov/campaign-lobbying/cal-access-resources/measure-contributions/2022-ballot-measure-contribution-totals
https://www.sos.ca.gov/campaign-lobbying/cal-access-resources/measure-contributions/2022-ballot-measure-contribution-totals
https://www.sos.ca.gov/campaign-lobbying/cal-access-resources/measure-contributions/2022-ballot-measure-contribution-totals
https://www.sos.ca.gov/campaign-lobbying/cal-access-resources/measure-contributions/2022-ballot-measure-contribution-totals
https://www.fppc.ca.gov/transparency/top‑contributors.html
https://www.fppc.ca.gov/transparency/top‑contributor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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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특정 가향 담배 제품의 소매 판매를 금지하게		
될	2020년 법에 대한 주민 투표입니다.31

★  발의안 31에 찬성하는 주장  ★

★  발의안 31에 찬성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  ★

발의안	31은 금지에 대한 사항이며,	금지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는 만	21세 미만인 사람에게	
전자담배를 포함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것이 이미 불법으로	
되었습니다.	
발의안	31은 성인에 대한 금지 사항이며 금지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금지하는 것은 술이나 마리화나에는 효과가 없었고,	
지금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발의안	31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입니다	
지지자들은 발의안	31로 청소년의 담배 사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경험에 따르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Yale	University의 연구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가 청소년의	
담배 사용을 크게 줄이겠다고 약속한 후 유사한 가향 담배	
금지안을 통과시켰을 때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흡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의안	31은 더 많은 범죄를 초래할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피우는 담배의 거의 절반이	
불법 출처에서 나온 것입니다.	발의안	31로 불법 밀수 및 위조	
시장이 증가하고,	조직적인 범죄 조직이 통제하는 지하 시장에	

더 많은 담배를 판매하게 될 것입니다.	발의안	31은 특히 멘솔	
선호하는 마이너리티 지역사회에서 범죄를 조장할 것입니다.	
발의안	31로 세입이 감소하고 필수 서비스가 중단될 것입니다.	
발의안	31로 의료,	교육,	고령자 및 법 집행을 위한 기금이	
삭감되며,	향후	4년 동안 주 정부의 세입이	$10억 감소할	
것입니다.	
공교육이 발의안	31보다 더 좋습니다	
현행법과 공교육 캠페인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FDA에 따르면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은	
지난	3년 동안	59%	감소했고,	청소년 흡연은	1.9%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지한다고 해서 효과가 발휘되지 않습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맙시다.	
발의안	31에 반대하십시오	
Yasha Nikitin,	캘리포니아 경찰
Clint Olivier,	최고 경영자	
Central	Valley	Business	Federation	
Pat Fong Kushida,	회장
CalAs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발의안	31에 찬성하십시오.	미국 암 협회 암 행동 네트워크,	
캘리포니아에 있는	American	Lung	Association	및 미국	
심장 협회는 이 발의안이 생명을 구할 것이기 때문에 발의안	
31에 찬성합니다.	
발의안	31에 대한 찬성은 전자 담배와 민트 멘솔 담배를	
포함한 사탕 향 담배 제품 판매를 종료하여 아이들을	
보호합니다.	거대 담배 회사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솜사탕,	
초콜릿,	딸기 및 민트 멘솔을 포함한 사탕 향 제품을 사용하고,	
아이들이 평생 니코틴에 중독되게 유혹합니다.	
실제로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	5명 중	4명은 가향 제품으로	
담배를 시작했습니다.	
VoteYesOn31.com	에서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발의안	31에 찬성하면 아이들이 중독성이 강한 니코틴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담배 회사는 특히 아이들에게 중독성이 강한 약물인 니코틴의	
독한 향을 숨기기 위해 사탕 향을 사용합니다.	이는 두뇌	
발달을 저해하고 주의력,	기분 및 충동 조절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발의안	31에 찬성 투표하면 거대 담배 회사가 향을	
사용하여 아이들이 니코틴에 중독되게 하고,	중독,	질병 및	
사망으로 인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에서는 거의 모든 고등학교 전자담배 사용자들이	
가향 제품을 선호합니다.	
• 오늘날 전국적으로	200만 명이 넘는 중고등학생들이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American	Lung	Association는	“사탕	
향을 사용하여 아이들을 속여 니코틴에 빠지게 하는 것은	
거대 담배 회사의 생명을 빼앗는 사업 모델의 초석입니다.	
발의안	31에 찬성하면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이 발의안은	
애초에 아이들이 담배에 중독되지 않게 보호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발의안	31에 찬성하면 생명을 구하고 납세자의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담배는 캘리포니아에서 예방할 수 있는 사망 원인	1위로 매년	
담배와 관련된 질병으로	40,000명이 사망합니다.	흡연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술,	에이즈(AIDS),	자동차 사고,	불법 마약,	
살인 및 자살로 죽는 사람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매년	
새로운 흡연자가 되는 모든 아이들 중 거의	3분의	1이 결국	
흡연 때문에 사망할 것입니다.
거대 담배 회사가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중독시킬 때마다 흡연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들은 담배와 관련된 수십억 달러의	
의료비라는 곤경에 빠집니다.
발의안	31에 찬성하면 거대 담배 회사가 흑인 지역사회에 더	
많은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합니다.
거대 담배 회사는 흑인 이웃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사탕 향	
담배의 원조인 민트 멘솔 담배에 대한 로비,	광고 및 마케팅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합니다.	1950년대에는 담배를 피우는 미국	
흑인들의	10%	미만이 민트 멘솔을 사용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미국 흑인들의	85%가 민트 멘솔을 사용합니다.	
NAACP는 이렇게 말합니다.	“담배 회사는 민트 멘솔을	
사용하여 담배의 독한 향을 숨깁니다.	이 때문에 흡연을	
시작하기가 더 쉽고 끊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거대 담배	
회사는 수십 년 동안 미국 흑인을 대상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으며,	담배와 관련된 심장병,	뇌졸중 및 암 발병률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31에 찬성하면 거대 담배 회사의	
사탕 향 중독 도구를 우리 지역사회에서 제거하여 생명을	
구하고 공중 보건이 개선될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호합시다.	발의안	31에 찬성 투표하십시오.	
발의안	31에 찬성하면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보호하고 흡연자들이 금연하도록 도와주어 연간 수억 달러의	
납세자 납부액을 절감하고 수많은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사탕	
향 담배 판매를 중단하여 몇 명의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Karmi Ferguson,	전무 이사
미국소아과학회,	캘리포니아	
Kathy Rogers,	전무 부사장
미국 심장 협회	
Jose Ramos,	전국 의사 협회 회원
미국 암 협회 암 행동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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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가향 담배 제품의 소매 판매를 금지하게		
될	2020년 법에 대한 주민 투표입니다.

발의안

31
★  발의안 31에 반대하는 주장  ★

★  발의안 31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  ★

발의안	31에 찬성 투표하십시오:	거대 담배 회사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십시오.	
“아니오”	캠페인에서 방금 읽으신 모든 내용은 거대 담배	
기업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작성된 것입니다.	거대 담배 회사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담배 회사는 사탕 향을 사용하여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중독성	
있는 니코틴에 빠지도록 속이고,	청소년 전자담배 전염병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거대 담배 회사는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을	
속여서 반대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발의안	31에 찬성하십시오.	이 발의안은 사탕 향 담배를 매장	
진열대에서 치워 아이들의 담배 사용이 감소한다고 입증된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거대 담배 회사는 여러분의	“자유”에 관심이 없습니다.	거대	
담배 회사는 다음 세대가 니코틴에 중독되게 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탕 향을 사용하여 아이들을 평생 고객으로	
유혹하는 것은 담배 회사가 중독,	질병 및 사망을 야기하면서	
큰 이익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American	Lung	Association,	American	Heart	
Association.	American	Cancer	Association.	Cancer	
Activity	Network,	교사,	보건 교사 및 소아과 의사들이	

발의안	31에 찬성 투표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거대 담배	
회사는 여러분이 반대 투표를 하도록 속이는 데 수백만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발의안	31에 찬성하면 거대 담배 회사의 약탈적	
마케팅으로부터 소수의 지역사회를 보호하게 됩니다.	거대	
담배 회사는 흑인 이웃들을 희생양 삼고,	흑인 청년들에게	
사탕 향 담배의 원조인 민트 멘솔 담배에 대해 로비,	
광고 및 마케팅하는 데 수십억 달러를 지출합니다.	1950
년대에는 담배를 피우는 미국 흑인들의	10%	미만이 멘솔을	
사용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멘솔을 사용하는 미국 흑인들의	
수가	85%로 급증했습니다.	
거대 담배 회사의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VoteYesOn31.com	
에서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발의안	31에 찬성 투표하십시오.
Rick L. Callender,	회장
California	Hawaii	State	Conference	NAACP	
Robert E. Wailes,	의학 박사,	회장
California	Medical	Association	
Sheri Coburn,	전무 이사	
캘리포니아 간호 교사 단체

발의안	31을 작성한 정치인들은 이 발의안으로 미성년자의	
담배 사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	
만	21세 미만인 사람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이미	
불법이며,	법을 위반하면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발의안	31은 성인에게 금지되는 사항입니다.	
발의안	31은 만	21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멘솔 담배,	
가향 무연 담배 및 기타 가향 비담배 니코틴 제품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새로운 금지안을 제정합니다.	금지하는 것은	
술이나 마리화나에는 효과가 없었고,	지금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발의안	31의 금지 사항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수의	
지역사회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지역사회에서 성인 담배	
소비자들이 주로 선택하는 멘솔 담배 판매를 불법화할 것입니다.
발의안	31로 범죄가 증가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담배의 거의 절반이 지하 시장에서	
판매되며,	다른 주나 중국이나 멕시코와 같은 다른 국가에서	
밀수합니다.	발의안	31은 허가받은 동네 소매점에서 갱단	
및 조직 범죄에 이르기까지 지하에서 더 많은 판매를 유도할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발의안	31은 이어질 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 집행에 단 한 푼도 추가하지 않습니다.	
“발의안	31은 실제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이 발의안은	
범죄자들이 주도하게 허용하여 고도로 규제된 담배 시장을	
규제되지 않은 범죄 시장으로 전환하여 불필요하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경찰과의 상호작용을 일으킬 것입니다.”—Edgar	
Hampton,	은퇴한 캘리포니아 경찰	
발의안	31은 납세자들에게 비용을 부과할 것입니다	
입법부의 분석에 따르면 발의안	31은 향후	4년 내에	$10억을	
초과하는	“상당한 세입 적자”를 초래할 것입니다.	즉,	의료,	
교육,	고령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및 법 집행에 대한 비용이	
감소합니다.	
발의안	31로	FDA가 승인한 유해 물질 감소 제품이 금지되고	
청년들의 담배 사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국(FDA)은 현재 담배 및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미 많은 가향 담배 제품을 금지했지만,	

발의안	31은	FDA가 만	21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공중	
보건 보호에 적합하다”고 승인한 저위험 가향,	무연 제품의	
판매를 너무 지나치게 금지합니다.
성인 소비자들은	FDA에서 승인한 잠재적으로 덜 유해한	
제품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면 간접 흡연을 유발하는 기존	
담배를 계속 사용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가향 담배 금지는	
청소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완벽한 예입니다.	Yale	
University의 연구에 따르면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흡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치인들이 약속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공교육이 발의안	31보다 더 좋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담배 구입 연령을 만	21세로 올리는 데	
앞장섰고,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담배를 끊고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돕는	
데 연간	$1억	4000만이 넘는 금액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명백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식품의약국에 따르면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은 지난	3년	
동안	59%	감소했고,	청소년 흡연은	1.9%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을 버리고,	이를 과거에	
실패한 정책으로 대체하면 안 됩니다.	이 정책 때문에 범죄와	
납세자의 비용이 늘어나고,	우리가 보호하려는 지역사회에	
역효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발의안	31에 반대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Michael Genest,	이전 상무
캘리포니아 재무부
Julian Canete,	회장
California	Hispanic	Chambers	of	Commerce
Tom Hudson,	회장
캘리포니아 납세자 보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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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명서에 관한 정보
이 유권자 안내서에는 52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미국 상원의원 및 주 전역 헌법상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성명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
미국 상원의원 직무에 대해서는 2022년 11월 8일 총선거 투표용지에서 별도의 두 번의 경합이 
진행됩니다. 두 번의 경합에 모두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합은 2023년 1월 3일에 임기가 시작되는 전체 6년 임기(전체 임기)의 직무에 대한 
정규 선거입니다.

두 번째 경합은 현재 임시로 충원 중인 공석에 대한 경연으로, 2023년 1월 3일에 종료되는 
잔여 임기(부분/잔여 임기)를 위한 특별 보궐 선거입니다.

미국 상원의원 후보자는 이 투표자 안내서에 후보자 성명서를 위한 공간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후보자들은 성명서 공간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전체 임기)
Mark P. Meuser 공화당
Alex Padilla 민주당

미국 상원의원(일부/잔여 임기)
Mark P. Meuser 공화당
Alex Padilla 민주당

주 전역 헌법상 공직
캘리포니아 주 법은 주 공직 후보자들이 선거 비용을 정해진 금액 내에서 사용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자발적 지출 한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주 전역 헌법상 공직 후보자는 이 유권자 안내서에 
후보자 성명서(최대 250단어)를 위한 공간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1월 8일 총선거에서 다음 공직에 대한 자발적 지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지사—$16,212,000

• 부지사, 주 국무장관, 회계감사관, 주 재무장관, 법무장관, 보험 감독관 및 
공교육감—$9,728,000

• 조세형평국 위원—$2,4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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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후보자 목록에서, 별표(*)는 캘리포니아의 자발적 선거운동 지출 한도를 수락함으로써 본 
유권자 안내서의 후보자 성명을 위한 공간을 구매할 수 있는 주 전역 헌법상 공직의 후보자를 
나타냅니다.
자발적 캠페인 지출 한도를 수락하지 않은 후보자는 후보자 성명서를 위한 공간에 대한 구매 
자격이 없습니다.
자발적 캠페인 지출 한도를 수락한 후보자 중에서 후보자 성명서를 위한 공간을 구매하지 
않기로 선택한 일부 후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지사 
Brian Dahle* 공화당
Gavin Newsom 민주당

부지사 
Eleni Kounalakis* 민주당
Angela E. Underwood 
 Jacobs 공화당

주 국무장관 
Rob Bernosky* 공화당
Shirley N. Weber* 민주당

회계감사관 
Lanhee J. Chen* 공화당
Malia M. Cohen* 민주당

재무장관 
Jack M. Guerrero* 공화당
Fiona Ma* 민주당

법무장관 
Rob Bonta* 민주당
Nathan Hochman* 공화당

보험 감독관 
Robert Howell* 공화당
Ricardo Lara* 민주당

공립학교 교육감 
Lance Ray 
 Christensen* 초당파적
Tony K. Thurmond* 초당파적

조세형평국 제 1 지역구 
Jose S. Altamirano* 민주당
Ted Gaines* 공화당

조세형평국 제 2 지역구 
Sally J. Lieber* 민주당
Peter Coe Verbica* 공화당

조세형평국 제 3 지역구 
Y. Marie Manvel 선호 정당 없음
Tony Vazquez 민주당

조세형평국 제 4 지역구 
David Dodson* 민주당
Mike Schaefer* 민주당

이 안내서에서 "선호 정당 없음"으로 기재된 후보는 유권자 등록 시 해당 항목을 선택하였거나 
선택사항을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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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명서
미국 상원의원—전체 임기

• 미합중국 의회에서 캘리포니아의 이익을 대변할 2명의 상원의원 중 한 명으로 활동합니다.
• 새로운 국가 법안을 발의하고 투표합니다.
• 연방 법원 판사, 미국 대법관 및 민간 및 군사 요직에 대한 대통령의 고위급 지명에 대한 인준 투표를 합니다.
• 2023년 1월 3일부터 6년 임기가 시작됩니다.

성명서의 순서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페이지의 성명서는 후보자가 제공한 것으로 정확성이 공식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후보자가 표명한 견해와 
의견은 후보자의 것이며, 해당 내용이 주 국무장관실의 견해와 의견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각 성명서는 자발적으로 제출되었으며 해당 후보자가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성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도 다른 방법으로 투표 용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777 S. Figueroa Street, Suite 4050, Los Angeles, CA 90017 | 이메일: info@alex-padilla.com | alex-padilla.com 
Facebook: https://www.facebook.com/alexpadilla4ca | Twitter: @AlexPadilla4CA | Instagram: @alexpadilla4ca

9070 Irvine Center Drive #150, Irvine, CA 92618 | 전화번호: (209) 763-8737 | 이메일: contact@markmeuser.com 
www.markmeuser.com | Facebook: https://www.facebook.com/markpmeuser | Twitter: https://twitter.com/MarkMeuser

정치에서 말을 하기는 쉽지만,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헌법에 
규정된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전선에서 투쟁해 왔습니다. 주지사가 예배 장소를 
폐쇄했을 때 저는 수정 헌법 제1조에 의거한 종교의 권리를 위해 투쟁했습니다. 주지사가 
학교를 폐쇄했을 때 저는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투쟁했습니다. 대통령이 기업에 직원의 
백신 접종을 강요했을 때 저는 의료의 자유를 위해 투쟁했습니다. 제가 상원의원이 되면 
여러분이 보장받아야 할 헌법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법원 투쟁을 국회의사당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워싱턴 DC의 비선출직 관료들이 여러분의 생명에 대해 여러분보다 더 큰 
발언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녀들의 교육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도시 내 범죄가 증가하여 사람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법 집행을 뒤로 미룬다면 범죄자들이 겁을 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거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산의 균형을 맞추고 제멋대로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이 누구는 중요하고 누구는 중요하지 않다고 구분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대한 권리를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일으키고 심각한 봉쇄를 
초래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저의 유일한 특별 이익 집단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는 언제나 우리 
자녀들과 이웃,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Mark P. Meuser |  공화당

캘리포니아와 미국이 코로나19 회복에서 기후 위기 악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확대에 
이르기까지 전례 없는 도전을 마주할 때 저는 행동을 취할 준비를 하고 미 상원에 왔습니다. 
저는 첫날부터 과담한 기후 행동을 실천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Trump가 
취소한 엄격한 청정 대기 기준을 복원하여 캘리포니아의 기후 리더십을 회복하는 데 
일조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 식수를 위한 중요한 
기반 시설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기온 상승이 수백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전을 방지하고 산불을 진압하며 전력망을 강화하는 투자를 통해 기상 
이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십억 달러를 더 확보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 
확대되면서 저는 우리의 투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싸웠고, 연방 투표권 
개혁을 위한 전국적인 투쟁을 주도했으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Alex Padilla |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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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의원—부분/잔여 임기

• 미합중국 의회에서 캘리포니아의 이익을 대변할 2명의 상원의원 중 한 명으로 활동합니다.
• 새로운 국가 법안을 발의하고 투표합니다.
• 연방 법원 판사, 미국 대법관 및 민간 및 군사 요직에 대한 대통령의 고위급 지명에 대한 인준 투표를 합니다.
• 2023년 1월 3일에 끝나는 현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합니다.

후보자 성명서

성명서의 순서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페이지의 성명서는 후보자가 제공한 것으로 정확성이 공식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후보자가 표명한 견해와 
의견은 후보자의 것이며, 해당 내용이 주 국무장관실의 견해와 의견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각 성명서는 자발적으로 제출되었으며 해당 후보자가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성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도 다른 방법으로 투표 용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777 S. Figueroa Street, Suite 4050, Los Angeles, CA 90017 | 이메일: info@alex-padilla.com | alex-padilla.com 
Facebook: https://www.facebook.com/alexpadilla4ca | Twitter: @AlexPadilla4CA | Instagram: @alexpadilla4ca

9070 Irvine Center Drive #150, Irvine, CA 92618 | 전화번호: (209) 763-8737 | 이메일: contact@markmeuser.com 
www.markmeuser.com | Facebook: https://www.facebook.com/markpmeuser | Twitter: https://twitter.com/MarkMeuser

저는 이민자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캘리포니아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며, 미국 상원에서 
우리 주를 대표하는 최초의 라틴계 미국인인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Pacoima의 
자랑스러운 노동자 계급 커뮤니티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 아버지는 간이 
음식점 요리사로, 그리고 어머니는 가정집 청소부로 일하셨습니다. 저는 노동자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일하는 가족의 고충을 이해합니다. 저는 환경 보호에서부터 저렴하고 양질의 
교육, 주택, 의료 서비스를 통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까지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 상원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위해 일하면서 특히 전례 없는 공격을 받고 있는 상원에서 우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싸우겠습니다. 대법원이 생식권을 폐기했기에, 낙태 및 피임 
서비스에 대한 안전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이 총기 폭력의 위협하에 계속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국가 총기 안전 개혁을 위해 계속 싸우겠습니다. 투표권과 민주주의가 전국적으로 
공격받고 있는 가운데, 저는 캘리포니아 선거를 전국에서 가장 포괄적으로 만든 개혁, 즉, 제가 캘리포니아 주 
국무장관으로서 시행한 개혁을 위해 계속 싸우겠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주민들과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계속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지지를 저에게 보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Alex Padilla |  민주당

미국 상원으로써의 전체 임기와 부분 임기에 모두 저를 투표해 주시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익보다 여러분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을 원한다면 저에게 
투표하십시오. 지금은 정치인이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통제 불가능한 연방 재정과 싸우겠습니다. 유가를 낮추고자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우리 거리를 다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범죄와 타협하는 정치인들과 
싸우겠습니다. 저의 유일한 특별 이익 집단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Mark P. Meuser |  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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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명서가 없습니다.
Gavin Newsom |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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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명서
주지사

• 캘리포니아 주의 최고 경영자로서, 주의 부처와 기관 대부분을 감독하며 판사를 임명합니다.
•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고, 법제를 승인하거나 거부하며, 입법기관에 연간 주 예산안을 제출합니다.
• 비상 시에는 주 정부 자원을 가동하고 지휘합니다.

성명서의 순서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페이지의 성명서는 후보자가 제공한 것으로 정확성이 공식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후보자가 표명한 견해와 
의견은 후보자의 것이며, 해당 내용이 주 국무장관실의 견해와 의견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각 성명서는 자발적으로 제출되었으며 해당 후보자가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성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도 다른 방법으로 투표 용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4년 전보다 지금이 더 나아졌습니까? 미국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 가격과 가장 높은 유가를 
4년 더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높은 유가와 식비는 우리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계속해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 리더십의 실패는 
캘리포니아를 파괴하고 캘리포니아의 가정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변화할 
시간입니다. 그것이 제가 갤런당 54센트인 주 유류세를 유보하는 것을 지지하는 이유이며, 
이는 평균 가구에서 연간 $1500 이상을 절약할 것입니다. 주 정부는 노숙자를 위해 수십 억 
달러를 지출했지만, 노숙자 위기는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거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데 우리의 자원을 집중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천 명의 폭력 
재범자들을 교도소에서 석방한 실패한 정책을 되돌리고, 범죄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도둑질을 하도록 두는 잘못된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바꾸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민주당 의원, 
무소속 의원, 공화당 의원과 함께 일할 사업가이자 주 상원의원이자 농부입니다. 캘리포니아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꿈을 되찾읍시다. 여러분의 표를 기대해도 될까요? www.briandahl.com

Brian Dahle |  공화당

www.briandah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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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의 순서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페이지의 성명서는 후보자가 제공한 것으로 정확성이 공식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후보자가 표명한 견해와 
의견은 후보자의 것이며, 해당 내용이 주 국무장관실의 견해와 의견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각 성명서는 자발적으로 제출되었으며 해당 후보자가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성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도 다른 방법으로 투표 용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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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명서
부지사

• 주지사의 탄핵,	사망,	사임,	면직 또는 결근의 경우 주지사직 및 임무를 맡습니다.
• 주 상원의장을 역임하고 캐스팅 보트 역할을 수행합니다.
• 경제개발 위원회를 주재하고,	주 토지 위원회 위원,	해양 보호 위원회,	캘리포니아 대학교 시스템 이사회의 위원으로	

활동합니다.

2443	Fillmore	Street	#300,	San	Francisco,	CA	94115	|	전화번호:	(415)	857-0921	|	이메일:	info@eleniforca.com	
www.eleniforca.com	|	Facebook:	www.facebook.com/EleniKounalakis	|	Twitter:	@EleniForCA	|	Instagram:	@EleniForCA

후보자 성명서가 없습니다.
Angela E. Underwood Jacobs | 	공화당

저는 영광스럽게도 여러분의 부지사로 근무하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 나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부지사로서,	저는 캘리포니아의 공립 칼리지 및 대학의	3개의 관리	
위원회에서 모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는 우리 미래 세대가 캘리포니아	
드림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업료 인상을 막기 위해 투쟁해 왔으며	대학 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지해 온 바 있습니다.	주거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위원회에서는	총	30,000명을 위한 신규 숙소를 공립 대학 캠퍼스 내에 수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습니다.	우리 주가 역사상 유래 없는 산불과 가뭄을 겪었던 당시,	저는	
자랑스럽게도 캘리포니아 주의	UN	기후 변화 회의 대표단을 이끌게 되었으며,	이 때 우리	
주의 정책을 홍보하고 전 세계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기후 변화가 가져오는 재앙적인 피해에	
대처할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주 토지 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캘리포니아 주 인접 해상 유정의	
폐쇄 과정을 감독하고	더 이상 해상 석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여성의 권익이 위협을 받는 가운데 저는	성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재생산 관련 선택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주 법률을 도입하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 경제 대사로서 캘리포니아 주민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우리 주의 사절단을 이끌고	
멕시코,	인도,	아르메니아를 방문해 환경 분야 협력 및 경제 발전을 추진하였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이뤄낸 우리의	
성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저에게 여러분의 지지와 한 표를 받는	
영광을 주시기 바랍니다.

Eleni Kounalakis | 	민주당



지난 2021년 양당의 전폭적 지지에 힘입어 만장일치로 주 국무장관으로 선출된 후, 저는 주 
전역에서 안전성과 보안성을 확보한 가운데 원활한 투표 진행을 감독하고 보편적인 
우편투표를 상시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같은 기간 동안 역대 최고의 투표 참여율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언제나 사회적 및 인종적 정의를 실현하고,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투쟁해 왔으며, 교수, 운동가, 입법 의원으로서 
쌓은 50년의 경력을 우리 주의 선거를 운영하는 일에 사용할 것입니다. 저를 선출해 
주신다면 저는 (1) 사이버 보안 정책을 강화하여 민주적 절차를 약화시키고자 하는 시도에 
대한 대응책으로 안전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2) 선거, 로비스트 등록 및 선거 
운동 자금 제도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3) 지난 2020년 및 2021년 기록적인 투표 참여율 
실현으로 이어진 성공적 개혁을 한층 강화/확대하는 한편, (4) 투표권 확대에 있어 전국을 
선도하는 캘리포니아의 명성을 더욱 굳건히 할 것입니다. 저의 부모님은 제가 태어난 Jim 

Crow South 지역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하실 수가 없었으며, 더 나은 삶을 찾아 이곳 캘리포니아로 이주해 오셨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저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과 헌신하는 마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저의 부모님은 
South Los Angeles에서 저희 집 거실을 투표소로 제공하기도 하셨습니다. 투표권, 그리고 투표용지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싸움은 저에게 있어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물러서지도, 여러분이 실망하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 국무장관으로 Dr. Shirley N. Weber에게 투표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www.DrShirleyWeber.com
을 방문하십시오.

drshirleyweber.com | Facebook: facebook.com/ShirleyWeber4SOS | Twitter: https://twitter.com/drweber4ca 

저는 주 국무장관직의 책임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다른 의제는 없습니다. 높은 유가와 
식비에 맞서 투쟁하고, 수준 높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며, 범죄자를 감옥에 가두고, 우리 
도시를 다시 아름답게 만들 지도자를 선출하는 일이 더 쉬워지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캘리포니아를 기업에 더 우호적인 지역으로 만들고 고임금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저는 이를 돕겠습니다. 저는 유권자 자격 목록에 오류가 없고 모든 
표가제대로 집계되도록 할 업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Robert Bernosky에게 
투표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의 회복을 위한 투표입니다. 저의 철학은 정부가 우리에게 충분한 
물을 공급하고, 범죄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훌륭한 학교를 만들고, 좋은 도로를 건설하고,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단을 제공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없이 단지 
여러분을 위해 일할 사람들을 공직에 선출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Rob Bernosky |  공화당

P.O. Box 2200, Hollister, CA 95024 | 전화번호: (831) 801-5823 | 이메일: rob@votebernosky.com | www.votebernosky.com 
Facebook: @votebernoskySoS | Twitter: @votebernosky

Shirley N. Weber |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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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명서
주 국무장관

• 주의 최고 선거 관리위원으로서, 주 정부 선거를 감독하고 선거 운동과 압력 단체의 재정 정보에 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 일부 비즈니스 기록을 보관하며, 상표를 인증하고, 공증인을 관리하고, 유담보채권자들이 그들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합니다.

• 캘리포니아에서 역사적 유물을 매입, 보호 및 공유함으로써 캘리포니아 주의 역사를 보존합니다.

성명서의 순서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페이지의 성명서는 후보자가 제공한 것으로 정확성이 공식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후보자가 표명한 견해와 
의견은 후보자의 것이며, 해당 내용이 주 국무장관실의 견해와 의견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각 성명서는 자발적으로 제출되었으며 해당 후보자가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성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도 다른 방법으로 투표 용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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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명서
회계감사관

• 주의 최고 회계 공무원으로서,	주의 회계사 및 모든 공적 기금에 대한 회계 장부 담당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 주 급여 시스템 및 소유주 불명 재산 법을 관리하며 감사 및 주 운영 평가를 실시합니다.
• 조세형평국,	관리 위원회,	기타 위원회 및 위원단에서 사업합니다.

성명서의 순서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페이지의 성명서는 후보자가 제공한 것으로 정확성이 공식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후보자가 표명한 견해와 
의견은 후보자의 것이며, 해당 내용이 주 국무장관실의 견해와 의견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각 성명서는 자발적으로 제출되었으며 해당 후보자가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성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도 다른 방법으로 투표 용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모든 사람에게 우수한 일자리와 저렴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차기 회계감사관은 노숙자 및 생활비 증가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인	
지출을 감독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수행할 경험과 가치관을 모두 갖춘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공직에 몸담으면서 세금이 모든 시민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주력해 왔습니다.	저는 주 조세형평국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800억이 넘는 주 재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	
혜택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공정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 왔습니다.	저는 재정	
낭비를 줄이고	재산세 현대화 정책을 시행하여 주 정부가 좀 더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재산세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 감독 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면서	시	
연금 기금의 화석 연료 투자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끌었으며,	$110억 규모의	
예산안 채택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저 임금 인상을 위해 투쟁하였습니다.	우리	

캠페인은	주 회계감사관	Betty	Yee와 캘리포니아 민주당에서부터	간호사,	교사,	소방관 및	Planned	Parenthood	
Action	Fund	에 이르기까지 캘리포니아 전역에 있는 지도자와 근로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선출된다면,	저는	
주에서 최초의 자녀를 둔 일하는 어머니인	CFO가 될 것이며,	이는		캘리포니아의 일하는 부모들 사이에서 육아 돌봄 부족	
문제가 심각한 지금 매우 중요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저는 회계감사관으로서 우리의 세금이 노숙자 위기를 해결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의료 및 생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번영하는 캘리포니아를 만들어 봅시다.	
www.MaliaCohen.us

248	3rd	St.	#437,	Oakland,	CA	94607	|	www.maliacohen.us	|	Facebook:	https://www.facebook.com/MaliaCohen	
Twitter:	https://www.twitter.com/MaliaCohen	|	Instagram:	https://www.instagram.com/malia.cohen	

3941	Park	Drive,	Suite	20-343,	El	Dorado	Hills,	CA	95762	|	전화번호:	(650)	485-1652	|	이메일:	info@chenforcalifornia.com	
chenforcalifornia.com	|	Facebook:	ChenforCalifornia	|	Twitter:	lanheechen	|	Instagram:	lanheechen	
유튜브:	youtube.com/chenforcontroller2022

Malia M. Cohen | 	민주당

주 회계감사관은 우리의 돈이 합리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캘리포니아의	
독립적인 재정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새크라멘토 내부자들은 몇 번이나 우리를	
실망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매년 수십 억 달러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캘리포니아는 부정 실업 수당으로	$200억 이상을 지급했습니다.	이런	
금액이면 모든 캘리포니아 주의 주유세	2년치 또는 신규 교사	236,000명에게 급여를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납세자를 위해 싸우는 회계감사관에 출마합니다.	저는 우리	
주에서 지출하는 모든 달러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을 요구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Los	Angeles	Times	를 포함하여 캘리포니아 전역에 있는	12곳이 넘는	
신문사에서 저를 지지했으며,	저를	“이 직잭에 가장 적합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규모 금융 시스템을 분석한 경험이 있는 예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회계감사관은 가급적 한 집권당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직업적인	

정치인은 아니지만,	사업을 시작했고,	정책 입안자에게 조언을 했으며,	Stanford	University에서 가르쳤습니다.	저는	
사회보장연금을 절약하고 의료 서비스를 더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 양당의 대통령들을 모셨습니다.	저는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자랐으며,	지역의 공립 고등학교를 나와 하버드 대학에 진학해 박사	
등	4개의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Bay	Area에서 살고 있습니다.	새크라멘토가	
우리의 어마어마한 혈세를 계속 낭비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보다 현명하게 지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할 것입니다.	

Lanhee J. Chen | 	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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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명서
재무장관

• 주의 은행가로서, 주의 투자를 관리하고 주 채권 판매와 어음을 관리합니다.
• 대부분 채권 시장과 관련된 다수의 위원회에서 근무합니다.
• 회계감사관과 기타 주 기관에서 사용한 주 기금을 지불합니다.

성명서의 순서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페이지의 성명서는 후보자가 제공한 것으로 정확성이 공식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후보자가 표명한 견해와 
의견은 후보자의 것이며, 해당 내용이 주 국무장관실의 견해와 의견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각 성명서는 자발적으로 제출되었으며 해당 후보자가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성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도 다른 방법으로 투표 용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7의 유가,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과도한 세금, 삶의 질 저하에 만족하십니까? 캘리포니아의 
금융 위기는 무모한 정치인들의 심각한 부실 관리와 부족한 리더십이 낳은 결과입니다. 
정치인들은 캘리포니아의 낙후한 신용 등급, $1조가 넘는 미지급 연금 부채, 사상 최고 이자 
지불금, 날조된 예산 "흑자"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습니다. 대신 과도한 세금, 엄청난 요금, 
정부가 유발하는 인플레이션을 부과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긋지긋하십니까? 제 이름은 
Jack Guerrero이고, 제가 주 재정난을 해결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는 
멕시코 카톨릭 이민자 부모의 아들이며, 제 부모님은 강한 가족관과 성실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겸손함을 가르쳐주셨습니다. 83살인 제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Ya basta! Necesitamos un gobierno honesto, justo, y 
transparente.” 저는 시장, 의회 의원, 공인 회계사, Stanford 경제학과 졸업생, Harvard 
MBA, 재무 전문가 및 Fortune 500대 기업 고문으로 성공적인 실적을 쌓았습니다. 저는 

경력 초반에 정부 회계전문가로 연방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 재정 부실 운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제 고향 도시(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시장으로서 저는 예산의 균형을 바로잡고, 세금을 
줄이고, 공립학교에 책임을 묻고, 캘리포니아 회계감사관과 협력하여 수백만 달러의 낭비되고 불법적인 지출을 
폭로했습니다. 저는 98%가 히스패닉이고 압도적으로 민주당원이 많은 지역에서 유일하게 공화당으로 선출된 
공무원으로서 이러한 업적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일한 규율을 새크라멘토에도 도입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일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실패한 정책을 4년 더 감당할 수 없습니다.

P.O. Box 1334 Cudahy, CA 90201 | 전화번호: (323) 821-2670 | 이메일: jack4treasurer@gmail.com | www.jack4treasurer.com 
Facebook: Guerrero4Treasurer | Twitter: @Guerrero_CPA | 유튜브: Council Member Jack Guerrero

캘리포니아의 경제력은 문제를 해결하는 실적이 입증된 해결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는 
주 재무장관 재선에 출마했습니다. 저는 주택, 학교, 병원, 기반시설, 구급대원, 환경보호, 
친환경 에너지와 교통에 투자하여 위대한 우리 주의 주민들을 위해 계속 투쟁하겠습니다. 첫 
임기 중에 저희는 향후 20년간 납세자의 비용을 $50억 이상을 아끼기 위해 주 채권을 
재융자했습니다. 양당의 입법자들은 사기와 남용 가능성에서 수억 달러를 지켜냈던 저희의 
코로나19 기금 감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는 $3.2조 규모의 금융 거래를 
처리하였으며, 혁신 사업을 지원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데 투입된 $850억 상당의 
기록적인 잉여 예산을 감독했습니다. 저희는 주 역사상 최대의 보급형 주택을 승인하였으며 
가족과 퇴역군인을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프로그램을 강화하였습니다. 저희는 더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이 대학/수습 프로그램 및 은퇴를 위해 저축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올해에는 CalKIDS를 출범시켜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을 증대시켜 우리 

자녀들이 더욱 잘 살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저는 1992년부터 공인회계사로 일해왔으며, 회계학 학사를 
취득하였고, 조세 석사 및 재정 MBA를 취득하였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가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는 한편 모든 
주민들에게 지속 가능하고 적절한 미래를 보장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재무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우리의 세금을 지키고, 현명하게 투자할 것이며, 정부가 책임감과 투명성을 가지고 일하도록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표를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iona Ma |  민주당

1032 Irving Street #908 San Francisco, CA 94122 | 이메일: Fiona@FionaMa.com | FionaMa.com | Facebook: CA.Fiona.Ma 
Twitter: @FionaMa | Instagram: fionamacpa

Jack M. Guerrero |  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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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 	주의 최고 법률 공무원으로서,	주 법이 집행되도록 하며 사기성 또는 불법적 활동들을 조사합니다.
• 	법무부를 이끌어 주 정부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사 및 형사 법정 사건에서 주를 대표합니다.
• 	카운티 지역구 변호사 및 보안관들을 포함한 법 집행 기관들을 감독합니다.

성명서의 순서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페이지의 성명서는 후보자가 제공한 것으로 정확성이 공식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후보자가 표명한 견해와 
의견은 후보자의 것이며, 해당 내용이 주 국무장관실의 견해와 의견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각 성명서는 자발적으로 제출되었으며 해당 후보자가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성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도 다른 방법으로 투표 용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법무장관이자 최고 법 집행 공무원으로서,	저는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권리와	
자유,	안전을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여성의 선택할 권리를 무시함에 따라,	저와	
저희 부서의 모든 인원들은 국가적으로 여성의 낙태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Planned	Parenthood를 포함하여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지지하는	
집단에서는 저를 다시 선출하는 것이야말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자녀를 가지는 문제에	
있어서 자유를 얻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저의 지도	
아래,	저희 부서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 총기 안전법 이 번복되는 것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적이 있습니다.	수 천만 자루의 불법 총기가 거리에서 사용되거나,	흉악범들,	혹은	
가정폭력범들의 손에 사용되지 않도록 방지한 것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공공 안전을	
수호하고 범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그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한 것에 대해 법 집행 기관과	
피해자 권리 옹호자들 모두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불법 성매매범을 체포하기 위해	

특수수사팀을 새로 출범시켰으며,	조직 폭력배들을 소탕하고 있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소매 절도	
조직의 흉악범 판결을 받아냈으며,	지역 치안 프로그램의 자금을 늘리고,	강력 범죄를 기소하며,	중독 및 정신 건강	
치료와 같은 범죄 예방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저의 지시에 따라 저희 부서의 전 인원들은 주요 오염 유발	
기업 및 제약회사에게 캘리포니아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에 착수하였습니다.	저는	Planned	Parenthood	
및 캘리포니아 간호사,	교사,	소방관,	법 집행 지도자와 총기 안전 지지단체 여러분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점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부모님은 타인을 돕는 것이 최고의 소명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투표를 받아	
갖게 될 주 법무장관으로 캘리포니아를 위해 봉사할 특권을 영광으로 여기겠습니다.	www.robbonta.com

P.O.	Box	6495,	Alameda,	CA	94501	|	전화번호:	916-566-2494	|	이메일:	Info@RobBonta.com	|	RobBonta.com	
Facebook:	@RobBonta.com	|	Twitter:	@RobBonta.com	|	Instagram:	@RobBonta.com

지난	2년,	4년,	6년,	아니	8년보다 지금이 더 안전하고 보안이 철저하다고 느끼십니까?	제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에 출마한 이유는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대답이	“아니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협하는 범죄 증가와 통제가 불가능한 노숙자 문제,	
캘리포니아 주민의 삶을 나날이 위협하는 펜타닐과 마약 확산 등,	우리 주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려면 새로운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의 배경과	
경험,	독립성,	명백한 정책은 이와 같이 새로운 리더십을 제시하고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의	
기본권을 안전하게 회복시킬 것입니다.	Stanford	Law	School을 졸업하고 연방판사의	
사무원으로 일한 후,	저는 연방검사로 경력을 시작하였으며,	부패한 정부 공직자와 마약	
밀매범,	폭력조직원,	환경 오염 유발자와 같은 범죄자들에게 정의를 구현했습니다.	그 후	
대통령이 임명하고 미 상원이 만장일치로 승인한 미사법부 보좌관으로 재직했습니다.	
세무과를 감시하며	350명이 넘는 변호사로 구성된 팀을 이끌면서 전국에서 발생한 범죄를	

성공적으로 기소 처리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저는 로스엔젤레스 시 윤리위원장으로 부패와의 전쟁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민간부문에서는 정부의 월권에 맞서 개인의 헌법적 권리를 방어하는 전국 유수의 형사사법 변호사로	
명성을 쌓았습니다.	저는 양당의 공공 안전 분야 지도자 분들이 일심으로 보내주신 지원에 감사합니다.	특히 전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지방 검사	Jackie	Lacey를 포함한 민주당원과 새크라멘토 카운티 지방 검사	Anne	Marie	
Schubert	등의 무소속 의원 분들께서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표를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Nathan Hochman | 	공화당

이메일:	info@nathanhochman.com	|	www.NathanHochman.com	|	Facebook:	/NathanHochmanAG	
Twitter:	@NathanHochmanAG	|	Instagram:	@nathanhochmanforag

Rob Bonta |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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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감독관

• 보험국을 이끌어, 캘리포니아 보험법을 집행하고 법 시행을 위한 규칙을 채택합니다.
• 보험 회사를 허가, 규제 및 조사합니다.
• 보험 업계에 관한 주민들의 일반 질문과 불만 사항에 답합니다.

성명서의 순서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페이지의 성명서는 후보자가 제공한 것으로 정확성이 공식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후보자가 표명한 견해와 
의견은 후보자의 것이며, 해당 내용이 주 국무장관실의 견해와 의견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각 성명서는 자발적으로 제출되었으며 해당 후보자가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성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도 다른 방법으로 투표 용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험 감독관으로서 저는 산불 생존자들을 돕는 일부터 보험사에 책임을 묻는 
일까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긴급한 문제 중 일부를 해결하기 위해 수 년간 현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생식권이 전국적으로, 그리고 다른 주에서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의료 서비스 선택권의 평등을 위해 싸우는 데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험: 저는 생존자들의 의견을 직접 경청하기 위해 산불 피해를 입은 여러 
카운티의 주민 수 천 명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주택 강화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요구하는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생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제 행동으로 기후 보호를 우선시하면서도 4백만 명이 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위한 보험을 지켰습니다. 책임: 최악의 팬데믹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 
운전자들은 운전을 하지 않는데도 자동차 보험을 전액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 
회사에 보험료 경감을 지시하여 캘리포니아 운전자의 보험료 $20억 이상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공약: 저는 항상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보험 감독관으로서 저는 보험가입자가 고령의 부모를 보험상품에 포함시키도록 허용하는 부모의료법과 
같은 혁신적인 개념을 지지해왔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의 편에 서서 모두를 위한 평등한 권리, 생식권, 더 공정한 보험 
시장을 위해 싸우고, 자연 재해 생존자들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직업 소방관, 소비자 단체, 간호사, 교사 
여러분들의 지지를 받게 되어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투표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www.RicardoLara.com

555 Capitol Mall, Suite 400, Sacramento, CA 95814 | 전화번호: (916) 442-2952 | 이메일: Ricardo@RicardoLara.com 
RicardoLara.com | Facebook: www.Facebook.com/RicardoLara4CA | Twitter: @RicardoLara4CA

117 Bernal Road, Suite 300, San Jose, California 95119 | 전화번호: (408) 596-9869 | 이메일: watchdog@electroberthowell.com 
ElectRobertHowell.com | CRA 후보자 프로필: roberthowell.cragop.org

Ricardo Lara |  민주당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더 이상 정치적이고 애매모호한 말이 아닌 실질적인 보험 해결책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Robert Howell은 “사람들”을 대표할 솔직한 자영업자입니다. 
Robert Howell에게 투표하면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공평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부패와 싸우고 보험료를 올리는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Robert Howell은 
고임금 공직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는 보험 회사의 돈을 받는 것을 
거부합니다. Robert Howell은 수만 명의 캘리포니아 산불 피해자들을 도우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타당한 설명없이 급격하게 가격이 인상되거나 
주택 소유주 보험 보장이 갑자기 취소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Robert Howell은 이렇게 
편견으로 가득 찬 “특정 경계 지역 지정” 관행을 끝낼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최신 
ConsumerWatchdog.org 조사 보고서—“Up in Smoke: How Insurance Companies 
and Insurance Commissioner Burn Wildfire Victim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obert Howell은 실리콘 밸리에서 성공적인 전자 회사를 소유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Robert Howell은 수십 명의 
인재를 고용하고, 뛰어난 미국산 제품을 생산하고, 우수한 안전 실적을 자랑합니다. 남편이자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인 
Robert Howell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수십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인플레이션, 높은 주택 가격, 갤런당 $6인 유가 때문에 이미 한때 골든 스테이트라고 불리웠던 우리의 주를 떠났습니다. 
Robert Howell이 차기 보험 감독관이 된다면 낭비와 사기, 터무니 없이 높은 보험료를 방지하는 여러분의 감시자 
역할을 자랑스럽게 수행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독립적인 지도자에게 투표하십시오! Robert Howell을 
보험 감독관으로 뽑아주십시오. 

Robert Howell |  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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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지역구
Alpine, Amador, Butte, Calaveras, Colusa, El Dorado, 
Fresno, Glenn, Inyo, Kern, Kings, Lassen, Madera, 
Mariposa, Merced, Modoc, Mono, Nevada, Placer, 
Plumas, Sacramento, San Bernardino, San Joaquin, 
Shasta, Sierra, Siskiyou, Solano, Stanislaus, Sutter, 
Tehama, Tulare, Tuolumne, Yolo, Yuba

제 2 지역구
Alameda, Contra Costa, Del Norte, Humboldt, 
Lake, Marin, Mendocino, Monterey, Napa, San 
Benito, San Francisco, San Luis Obispo, San Mateo, 
Santa Barbara, Santa Clara, Santa Cruz, Sonoma, 
Trinity, Ventura

제 3 지역구
Los Angeles

제 4 지역구 
Imperial, Orange, Riverside, 

San Bernardino, San Di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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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선출직 세금 위원회인 조세형평국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합니다:
• 규제 하에 있는 철도 시설 및 특정 공공 시설의 재산 사정, 민간 철도 차량 세금 사정 및 징수.
• 주에서 활동하는 58명의 카운티 사정인의 사정 실태를 감독.
• 주류세 사정 및 징수, 보험업자에 대한 세금을 공동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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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명서
조세형평국

성명서의 순서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페이지의 성명서는 후보자가 제공한 것으로 정확성이 공식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후보자가 표명한 견해와 
의견은 후보자의 것이며, 해당 내용이 주 국무장관실의 견해와 의견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각 성명서는 자발적으로 제출되었으며 해당 후보자가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성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도 다른 방법으로 투표 용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970억의 예산 흑자를 내고 있는데도 왜 캘리포니아는 무너지고 있습니까? 새크라멘토 
정치인들이 정부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여러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의 성공을 주 예산 규모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의 성공을 측정합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의 비용으로 정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일하는 납세자 옹호자로서 제 커리어를 바쳐 온 
이유입니다. 조세형평국의 감시자로서 저는 신규 세금 도입을 거부하고 고속철도와 같은 
낭비가 심한 프로젝트를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계속 싸울 것입니다. 저는 발의안 13을 
지지하여 여러분의 재산세가 급등하지 않도록 하며, 고령자들이 자기 집에 대해 세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입법부에서 매 해 Howard Jarvis Taxpayers 
Association로부터 모두 "A"를 받았습니다. 더 안전한 학교, 이웃 및 기업을 위해 

범죄자들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거리를 청소하고 공공 장소를 되찾는 효과적인 노숙자 정책을 지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생활 필수품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휘발유에서 주택, 전기에 이르기까지 
캘리포니아를 더 저렴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자녀 및 손주들과 함께 5대째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주민이자 중소기업 소유주입니다. 저는 과거 독보적이던 우리 주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했던 것처럼 번영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의 미래에 전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www.tedgaines.com 을 방문하십시오

5170 Golden Foothill Parkway, El Dorado Hills, CA 95762 | 전화번호: (916) 773-8000 | 이메일: Ted@TedGaines.com 
TedGaines.com | 페이스북: www.facebook.com/ted.gaines | 트위터: www.twitter.com/TedGaines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TedGaines

P.O. Box 981266, West Sacramento, CA 95798-1266 | 전화번호: (916) 295-4810 | 이메일: jose@josealtamirano.com 
www.josealtamirano.com | Facebook: josealtamirano4BoE1 | Twitter: @altamiranoJSA | Instagram: altamirano4BOE

Ted Gaines |  공화당

제 1 지역구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저에게 투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세형평국에서 여러분을 대표해서 
성실히 근무하겠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State Compensation Insurance Fund에서 
32년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보험 매니저로, 그 다음에는 지원 프로그램 매니저, 
고객 서비스 센터의 임시 VP로, 가장 최근에는 비즈니스 서비스 운영 매니저로 사업주들이 
산재보험 가입 시 필요한 부분을 제공해 드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각 역할을 통해 저는 
납세자의 세금과 관련된 공공 서비스 및 공공 재단의 특별한 특징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웨스트 새크라멘토 시의 커미셔너, UC Davis 보건 커뮤니티 자문의원회 의장, 개인과 
가족이 노숙자 신분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비영리기관인 Sacramento 
Cottage Housing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제가 속한 지역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우수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L.A. 통합 교육구 출신입니다. 

1994년에는 북부 캘리포니아로 옮겨 Sierra College에서 AA/AS 학위를 받았으며, University of San Francisco에서 
응용 경제학으로 B.S. 학위를 받고, Drexel University에서 재무 분야 MBA 학위를 받았습니다. 저의 가족과 저의 삶을 
통해 저는 공정성, 형평성, 포용성에 기초한 윤리 규범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1 지역구 최초의 라틴계이며, 
민주당원으로서 저는 이러한 약속과 헌신으로 모든 세금 지불자들을 위해 복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1 지역구, 조세형평국, Jose Altamirano에게 지지와 투표를 부탁드립니다.

Jose S. Altamirano |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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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지역구

성명서의 순서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페이지의 성명서는 후보자가 제공한 것으로 정확성이 공식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후보자가 표명한 견해와 
의견은 후보자의 것이며, 해당 내용이 주 국무장관실의 견해와 의견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각 성명서는 자발적으로 제출되었으며 해당 후보자가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성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도 다른 방법으로 투표 용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Peter Coe Verbica는 Howard Jarvis Taxpayers Association PAC가 인정한 상식을 
갖춘 캘리포니아 주민입니다. Henry Coe 주립공원(현재 캘리포니아에서 두 번째로 큰 
주립공원)의 중심부는 대자연과 환경에 대한 변함없는 감사의 마음으로 그의 가족이 기증한 
것입니다.  재정적인 책임을 진 Peter는 유류세, DMV 수수료 및 식품 판매세가 감소해야 
하며, 주 정부의 세입을 화재 진압, 수자원 개선, 도로, 산책로 및 해변 청소에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부동산, 법률 및 Certified Financial Planner® 교육을 받은 
Peter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문직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형평국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이해관계자들이 낮은 세금과 보수가 좋은 일자리, 안전한 동네, 
합리적인 주택 가격, 양질의 학교를 원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Peter는 교육, 남녀 
군인, 청소년 발레단, 심포니, 아시아계 미국인의 문화 및 캘리포니아 주립공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네 명의 딸을 두고 있고 그 중 장녀가 미국 해군에 복무 중인 

아버지로서 그는 지역 사회와 국가에 대한 복무의 가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는 군의료위원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해군과 해병대에 수백가지의 의료 패키지를 제공했습니다. Peter는 Bellarmine, Santa Clara University와 MIT를 
졸업했습니다. 40개가 넘는 문집에 작품을 출품한 저술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성 프란치스코 성공회 교인입니다. 
Peter는 행정에 대한 명확하고 효율적이며 공정한 접근 방식과 고통받는 납세자들을 위한 중요한 장소로서 BOE 소속 
Taxpayers’ Rights Advocate Office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peterverbica.com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0 Lakeview Dr., Felton, CA 95018 | 전화번호: (408) 832-3030 | 이메일: peter.verbica@gmail.com 
www.peterverbica.com | 페이스북: Peter Coe Verbica Board of Equalization District 2, 2022 
트위터: Peter Coe Verbica for Board of Equalization (@pverb_equalizer)

저는 우리 주에서 학교와 지방 정부에 기금을 지원하는 재산세 징수를 감독하는 기관인 
조세형평국에서 여러분을 대표하기 위해 출마하였으며, 기업과 무관한 후보자입니다. 
조세형평국 구성원으로서 저는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고, 주택 소유자, 
세입자, 퇴역 군인, 장애인, 소규모 사업체 및 유색 인종 커뮤니티에게 공정하며 형평성에 
맞도록 우리의 세금 시스템을 변경하며, 투자자 소유의 공공 사업과 기타 거대 자본 
기득권자가 자신의 공정한 몫을 납부하게 만들고, 주 정부가 기후 변화에 대처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발의안 13의 주택 소유주를 위한 혜택을 보호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주와 지방 수준 모두에서 균형 예산을 유지하고 낭비가 심한 지출을 
삭감했던 유일한 후보자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저는 주 전역의 최저 임금 인상 
법령, 새로운 환경 보호 수단을 마련하는 법령, 자격을 갖춘 대학생에게 더 많은 Cal Grant 
장학금을 제공하는 법령을 승인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이자 시장으로서, 저는 교사를 위한 

저렴한 주택 건설을 돕고, 학교 근처에서 대형 담배 회사의 광고 게재를 금지시켰으며, 근로 가족을 위해 새로운 자녀 
돌봄 서비스와 노인 서비스를 개설하였으며, 위탁 시설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주 입법부에서 제가 한 활동이 Planned Parenthood, Sierra Club, Congress of California Seniors 및 
Equality California로부터 100% 평생 등급을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Gavin Newsom 
주지사, 캘리포니아 민주당, California Nurses Association, California Teachers Association, SEIU 및 AFSCME 
근로자들과 캘리포니아 직업 소방관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지지를 받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저에게 투표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Sally J. Lieber |  민주당

P.O. Box 9980, San Jose, CA 95157 | 전화번호: (650) 646-2068 | 이메일: 2022@sallylieber.org | www.sallylieber.org

Peter Coe Verbica |  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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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명서

성명서의 순서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페이지의 성명서는 후보자가 제공한 것으로 정확성이 공식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후보자가 표명한 견해와 
의견은 후보자의 것이며, 해당 내용이 주 국무장관실의 견해와 의견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각 성명서는 자발적으로 제출되었으며 해당 후보자가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성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 역시 다른 방법으로 투표 용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 성명서가 없습니다.

후보자 성명서가 없습니다.
Y. Marie Manvel |  선호 정당 없음

Tony Vazquez |  민주당

조세형평국

제 3 지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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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명서
조세형평국

성명서의 순서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페이지의 성명서는 후보자가 제공한 것으로 정확성이 공식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후보자가 표명한 견해와 
의견은 후보자의 것이며, 해당 내용이 주 국무장관실의 견해와 의견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각 성명서는 자발적으로 제출되었으며 해당 후보자가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성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도 다른 방법으로 투표 용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제 4 지역구

저는 조세형평국(BOE)에서 30년 동안의 재산세 평가 경험과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 
사무소의 관리자 경험을 갖추고 있어 가장 적절한 후보입니다. 조세형평국은 캘리포니아 주 
재산세 시스템을 감독합니다. 저는 이 전문 분야의 지식을 이용해 여러분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결함에 맞서 투쟁하며, 문제 해결을 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법 개정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겠습니다. 주택은 가계가 부를 쌓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주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겠습니다. #USCG

P.O. Box 3804, Dana Point, CA 92629 | 전화번호: (949) 484-6435 | 이메일: DavidDodson4BOE@gmail.com 
DavidDodson4BOE.org | 페이스북: DavidDodson4BOE | 트위터: Dodson4BOE | 인스타그램: dodson4boe 
링크드인: in/dodson4boe/

저는 “평등권 주장자”, Mike Schaefer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조세형평국의 선출직 납세자 
보호관 겸 부의장으로서 저는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학교와 지방 정부 서비스의 재원인 
$770억 재산세 시스템에 대한 감독 책임을 통해 주의 재정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샌디에고, 오렌지, 리버사이드, 임페리얼 및 샌버너디노 
카운티 선거구의 1천만 명의 유권자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2019년에 
선출되었을 때 저는 주 역사상 가장 나이가 많은 신입 헌법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팬데믹이 
닥쳤을 때 저는 Newsom 주지사와 협력하여 어려운 시기에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재산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행정 명령을 
발의했습니다. 저는 발의안 13, 퇴역 군인, 개인, 가구,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혁신적인 세금 
솔루션을 만든 50명으로 구성된 주 차원의 코로나19 대책 위원회를 공동으로 이끌었습니다. 
경력 및 교육: University of California 경영학 학위, Georgetown University 법학 학위. 

Washington, D.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조사관 및 재무 분석가, 샌디에고 시의회 의원. 저의 법률 분야 경력은 San 
Diego 시 검찰청에서 시작하였으며, 그 후 개인 활동으로 넘어가 공정하고 공평한 선거법을 위한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민주당, 주 회계감사관 Betty Yee, 주 재무장관 Fiona Ma, 주 조세형평국 의장 Malia Cohen와 Chris 
Ward 의원의 지지를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납세자 및 근로 가구와 함께 저의 재선을 지지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는 저에게는 엄청난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번 세금 납부액을 보호하면서 조세 정의와 
형평성을 위해 계속 투쟁하겠습니다. www.MikeFightsForUs.com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Mike Schaefer |  민주당

전화번호: (858) 264-6711 | 이메일: MikeSchaefer2022@gmail.com | MikeFightsForUs.com | 페이스북: BoEMemberSchaefer

David Dodson |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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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교육감(초당파적 공직)

• 주 공립학교의 수장으로서, 지역 교육구에 교육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학업 성과 향상을 위해 교육계와 
협력합니다.

• 교육부를 이끌며 주 교육위원회가 마련한 정책을 실행합니다.
• 주 고등교육 시스템 이사회의 직무상 회원으로 근무합니다.

성명서의 순서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페이지의 성명서는 후보자가 제공한 것으로 정확성이 공식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후보자가 표명한 견해와 
의견은 후보자의 것이며, 해당 내용이 주 국무장관실의 견해와 의견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각 성명서는 자발적으로 제출되었으며 해당 후보자가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성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 다른 방법으로 투표 용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립학교는 모든 면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립학교 학생 일인당 
$23,893를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21세기 경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문맹률에서 50위를 차지합니다. 8학년 학생들이 5학년 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락다운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의 학교들은 다른 어떤 주보다 더 오래 
문을 닫았고, 거의 300,000명의 학생들이 공립학교를 떠났습니다. 완고한 특별 이익 
단체들이 실패한 교육 유행을 우선시하고 급진적인 교과 과정을 수용하며 학부모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저는 5명의 아버지이자 전직 교사, 교육 
정책 집행자이자 학교 선택 이니셔티브의 입안자로서 20년 간의 정책, 입법 및 예산 경험을 
살려, 학부모가 교육 환경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 교육구에 
우수성을 요구하고, 특별 이익 단체에 속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교육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는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안전한 학교를 

우선시하겠습니다. 제가 차기 주 공립학교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캘리포니아 교육을 다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P.O. Box 516, Wheatland, CA 95692 | 전화번호: (916) 572-8298 | 이메일: contact@lancechristensen.com 
lancechristensen.com | Facebook: https://www.facebook.com/Lance4CASuper | Twitter: https://twitter.com/Lance4CASuper 
Instagram: https://www.instagram.com/lance4casuper/

캘리포니아 학생들은 지난 몇 년 동안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저는 주 교육감으로서 
인터넷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백 만대의 컴퓨터와 수십억 달러의 기금을 확보하고, 학교를 
개방하고 학생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자원을 제공하는 등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팬데믹 기간에 학생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학생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자원들을 확보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자원에는 10,000명의 정신 건강 상담사를 고용하기 위한 기금, 
모든 만 4세 아동을 위한 취학 전 교육, 모든 결식 학생을 위한 무료 학교 급식이 포함됩니다. 
저는 14년 동안 자녀들에게 생활 기술과 윤리를 가르치고, 방과 후 및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녀들을 지도해 온 공립학교 학부모로서 학부모들과 협력하여 우리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지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학생들이 3학년까지 읽기를 
배우게 하고, 컴퓨터 공학 교육 및 이중언어 몰입 교육을 제공하는 등 학생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교육 민영화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LGBTQ 청소년, 유색인종 학생, 저소득 청소년을 
공격하는 사람들과 투쟁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의 불평등을 해결하고 교육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일류 교육과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민주당, Planned Parenthood, Equality California, 
Nancy Pelosi 대변인, Alex Padilla 상원위원들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의 교사, 간호사, 소방관들의 지지를 받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 11월에 여러분의 투표를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Tony K. Thurmond

P.O. Box 2145, Richmond, CA 94802 | 전화번호: (510) 859-3241 | 이메일: Tony@TonyThurmond.com | Tonythurmond.com 
Facebook: facebook.com/Tony.Thurmond | Twitter: @TonyThurmond | Instagram: @TonyThurmondSPI 
링크드인: tonythurmond4spi

Lance Ray Christen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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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선거
상위 두 후보 오픈 프라이머리법에 따르면, 유권자 공천 공직의 모든 후보자는 동일한 투표용지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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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퍼센트 초과)를 득표한 경우에도 
총선거는 여전히 진행됩니다.

캘리포니아의 공개 예비 선거 제도는 미국 대통령, 카운티 중앙 위원회, 또는 지방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권자 공천 공직의 기명 투표 후보자는 여전히 예비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 
선거의 기명 투표 후보자는 상위 2인의 최고 득표자가 되었을 때에만 총선거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총선거에서는 독자적 공천 과정이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다음 정보가 이 안내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권자 공천 공직
정당은 예비 선거에서 유권자 공천 공직의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명할 수 없습니다. 예비 선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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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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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유권자 공천 공직에 투표하는 데 요구되는 다른 자격을 갖춘 경우, 유권자 공천 
공직에 출마하는 어떠한 후보자에게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예비 선거에서 가장 많은 투표 수를 
득표한 상위 두 명이 동일한 선호 정당을 지정했더라도 두 후보자 모두 해당 유권자 공천 공직을 
위해 총선거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예비 선거 최고 득표자 두 명 중 한 명이 아니면, 어느 
정당도 선호 정당을 지정한 후보자를 총선거에 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

초당파적 공직
정당은 예비 선거에서 초당파적 공직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으며, 예비 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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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선거에서 가장 많은 투표수를 득표한 상위 두 명은 초당파적 공직을 위해 총선거에 
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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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절차
캘리포니아 주 헌법에 따라, 대법관과 항소법원 재판관은 유권자의 투표를 받아야 합니다. 유권자는 각 법관의 지위 
유지 여부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로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 두 자리는 초당파적 법무직입니다.
항소 법원 재판관을 선출하기 전에, 주지사는 사법 후보자 평가 위원회에 후보자의 성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법 후보자 평가 위원회는 일반인 구성원 및 변호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후보자의 배경 및 자격 조건 
달성 여부와 함께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전체적으로 검토합니다. 그 이후 후보자의 평가를 주지사에 전달하는 일까지 
함께 관장합니다.
주지사는 위원회 평가 결과를 전달 받은 후 공식적으로 후보자를 지목합니다. 후보자는 검증되기 이전 대중의 여론을 
수렴해야 하며 법관 임명 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대법원장,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및 
항소법원 선임 주심 법관으로 이루어집니다. 검토 후, 위원회는 반드시 후보자 임명을 비준하거나 거절해야 합니다. 
비준된 후보자만이 재판관이 될 수 있습니다.
비준 이후, 선출된 재판관은 취임하여 다음 정부직 선거에서 유권자의 비준을 받아 임기를 끝마쳐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헌법에 따르면, 대법관 및 항소법원 재판관의 임기는 12년입니다. 법관 및 재판관들은 다음 주지사 선거 전까지 
오직 법관 임명 위원회를 통해서만 비준을 받습니다. 주지사 선거에서는 남은 임기 동안 직무를 유지하기 위해 선거에 
참여해야 합니다. 전임자가 있는 경우 전임자의 남은 임기는 4년 혹은 8년입니다. (선거법 9083절.)
주 대법원 또는 항소법원 재판관의 임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유권자들은 해당 재판관이 추가 임기 동안 (계속 근무하게) 
직무를 유지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유임 선거라고 합니다.
유임 선거에서 재판관은 상대 후보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재판관이 “찬성”표를 더 많이 받으면 해당 재판관은 그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재판관이 “반대”표를 더 많이 받으면 해당 재판관이 현재 임기를 마친 다음, 주지사가 새 
재판관을 임명합니다.
주 대법관은 주 전역에 대한 공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모든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대법원 유임 선거에 참여하게 
됩니다. 
항소법원 재판관은 캘리포니아의 6개 지역구 중 한 곳에서 근무합니다. 항소 지역구 내에 등록된 유권자만 해당 지역구 
재판관의 유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관 및 항소법원 재판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voterguide.sos.ca.gov 또는 courts.ca.gov 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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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in J. Jenkins, 대법관

변호사 자격 취득: 1981년 5월

학력: University of San Francisco School of Law, J.D., Santa Clara University, A.B., City College of 
San Francisco.

전문 법률인 경력: 검사, 알라메다 카운티 지역 법무부, 1981년–1983년; 법정 변호사, 연방 법무부, 민권부—형사과, 
1983년–1986년; 법정 변호사, Pacific Bell 법무실, 1986년–1989년.

사법부 경력:판사, 오클랜드, 피에몬테, 에머리빌 시 법원, 1989년–1992년; 판사, 알라메다 카운티  고등법원, 1992
년–1997년; 판사, 연방 지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 1997년–2008년; 법관, 캘리포니아 항소법원, 제 1 항소 
지역구, 제 3 지부, 2008년–2019년.

Goodwin Liu, 캘리포니아 대법원 대법관

변호사 자격 취득: 1999년

학력: Yale Law School, J.D., 1998년;, Stanford University, B.S., 1991년; Oxford University, M.A., 2002년.

전문 법률인 경력: 법학교수, UC Berkeley School of Law (2003년–2011년); 부학장, UC Berkeley School 
of Law (2008년–2010년); 소송 변호사, O’Melveny & Myers LLP 소속 (2001년–2003년); 법원 서기, Ruth Bader 
Ginsburg 연방 대법관 (2000년–2001년); 미국 교육부 차관 특별 보좌관 (1999년–2000년); 법원 서기, David S. Tatel 
순회 재판관(1998년–1999년).

사법부 경력: 대법관, 캘리포니아 대법원, 2011년–현재. 

Joshua P. Groban, 대법관, 캘리포니아 대법원

변호사 자격 취득: 1998년 12월

학력: Harvard Law School, J.D., 1998년;  Stanford University, A.B., 1995년

전문 법률인 경력: William C. Conner 판사 법원 서기, 뉴욕 남부 지역구, 1998년–1999년; 변호사, Paul, Weiss, 
Rifkind, Wharton & Garrison LLP, 1999년–2005년; 변호사, Munger, Tolles & Olson LLP,  2005년–2010년; 
Jerry Brown 주지사 수석 고문, 2011년–2018년; UCLA School of Law 강사, 2014년–2018년.  

사법부 경력: 대법관, 캘리포니아 대법원, 2018년–현재. 

Patricia Guerrero, 캘리포니아 대법원장

변호사 자격 취득: 1997년

학력: Stanford Law School, J.D.1997년,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B.A.1994년.

전문 법률인 경력: 파트너, Latham & Watkins LLP (2006년–2013년), 소속 변호사, Latham & Watkins LLP 
(2003년–2006년 및 1997년–2002년); 연방 법무부 차관보, 연방 법무부,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구 (2002년–2003년).

사법부 경력: 대법관, 캘리포니아 대법원, 2022년 3월–현재); 법관, 캘리포니아 항소법원, 제 4 항소 지역구, 제 1 지부, 
2017년 12월–2022년 3월; 법관, San Diego 고등법원, 2013년–2017년.

2022년 8월 10일, Gavin Newsom 주지사가 대법관인 Patricia Guerrero를 차기 캘리포니아 대법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주지사의 임명은 법관 임명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위원회에서 승인하면 Guerrero 
재판관은 2022년 11월 8일 총선거 투표용지 명단에 오르게 됩니다. 법관 선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안내서의 68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캘리포니아 대법원 임명에 대한 최신 정보에 대해서는 www.courts.ca.gov 를 방문하십시오.



70

경고: 선거 운동 금지!
위반 시 벌금 및/또는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장소:
•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선 사람의 바로 근처, 또는 투표소 입구나 가두 투표소 또는 투입함에서 약 

100 피트 이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됩니다.

금지되는 활동:
• 다른 사람에게 후보자 또는 투표 법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투표를 하라고 요청하지 마십시오.
• 후보자의 이름, 이미지 또는 로고를 전시하지 마십시오.
• 투표용지 투입함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 주변에서 배회하지 마십시오.
• 투표소, 투표 센터 또는 투표용지 투입함 근처에서 후보자 또는 투표 법안에 찬성 또는 반대하도록 

유도하는 자료나 가청 정보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 발의안, 주민 투표, 소환 또는 후보자 지명을 포함하는 청원서를 배포하지 마십시오.
• 후보자의 이름, 이미지, 로고 및/또는 어떤 후보자나 투표 법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를 표시하는 의복

(모자, 셔츠, 사인, 버튼, 스티커)을 배포, 전시 또는 착용하지 마십시오.
• 유권자의 투표 자격에 대한 정보를 전시하거나 유권자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위에 요약된 선거 운동 금지 사항은 캘리포니아 선거법 제18부 제4장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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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투표 절차를 훼손시키는 활동 금지!
위반 시 벌금 및/또는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금지되는 활동:
• 선거 사기를 저지르거나 시도하지 마십시오.
• 어떤 방식 또는 수단으로든 다른 사람에게 투표를 하도록 또는 투표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유도하려고 시도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보상이나 뇌물을 제공하지 마십시오.
• 불법으로 투표를 하지 마십시오.
• 투표할 자격이 없는 경우에 투표를 시도하거나 다른 사람이 투표하는 것을 돕지 마십시오.
• 선거 운동에 참여하거나, 유권자가 투표소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 사진을 찍거나, 투표소 출입 또는 

주차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 다른 사람의 투표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유권자의 투표를 방해하거나, 투표 과정을 지연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투표할 자격이 없다거나 유권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거짓으로 조언하지 마십시오.
• 유권자가 어떻게 투표했는지 알아보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 일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투표소 바로 근처에서 총기를 소지하거나 다른 사람이 총기를 소지하도록 

주선하지 마십시오.
• 일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투표소 바로 근처에 치안관, 경비원 또는 보안 요원의 제복을 입고 

나타나거나 다른 사람이 같은 복장으로 나타나도록 조장하지 마십시오.
• 투표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위조하거나 조작하지 마십시오.
• 선거 결과를 위조, 모조 또는 변조하지 마십시오.
• 선거 결과를 변경하지 마십시오.
• 투표 목록, 공식 투표용지 또는 투표함을 무단 변경, 파괴 또는 교체하지 마십시오.
• 유권자가 공식 수거함이라고 믿고 속을 수 있는 비공식 투표용지 수거함을 전시하지 마십시오.
• 투표 결과 사본을 변경 또는 조작하지 마십시오.
•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나 고령자에게 그들의 의도에 반하는 후보자 또는 법안에 찬성 또는 반대 

투표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속이지 마십시오.
• 선거 관리 위원회 사무원이 아닌 경우 선거 관리 위원회 사무원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고용주는 직원에게 우편 투표용지를 직장에 가지고 오도록 강요 또는 요구하거나 직장에서 투표용지에 
투표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급여 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고용주는 직원의 정치적 의견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자료를 동봉할 수 없습니다.

선거구 위원회 사무원은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어떻게 투표했는지 알아보려고 시도하거나 해당 정보를 알게 
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위에 요약된 투표 절차의 훼손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금지 사항은 캘리포니아 선거법 제18부 6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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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등록
이미 유권자 등록을 마쳤다면 다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름, 집 주소, 우편 주소를 
변경하였거나 정당을 변경 혹은 선택하려면 다시 등록하셔야 합니다.
유권자 등록은 registertovote.ca.gov 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866) 575-1558번으로 주 국무장관 
무료 유권자 핫라인에 전화하여 우편으로 유권자 등록 양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양식은 대부분의 우체국, 도서관, 시 및 카운티 관공서, 카운티 선거 사무소 및 
캘리포니아 주 국무장관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유권자 등록
선거일 15일 전까지의 유권자 등록 마감기한을 놓쳤더라도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 14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카운티 선거 사무소, 투표 센터 또는 
투표장소에서 조건부 투표 등록을 하고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http://www.sos.ca.gov/elections/voter-registration/same-day-reg 를 방문하십시오.

유권자 등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보
안전한 가정 비밀 보호 대상 유권자 등록 프로그램: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한 특정 유권자(예를 
들어, 가정 폭력, 스토킹, 성폭력, 인신매매, 노인이나 부양 가족 학대의 피해자 및 생존자)는 Safe at 
Home 프로그램의 실제 구성원인 경우, 비밀 보호 대상 유권자 신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무료 전화 (877) 322-5227번으로 주 국무장관의 안전한 가정 비밀보호 유권자 등록 프로그램에 
문의하시거나 https://www.sos.ca.gov/registries/safe-home/ 을 방문하십시오.

유권자 개인정보 보호: 유권자 등록 진술서에 기재된 정보는 선거 관리위원회 공무원이 유권자에게 
투표소 위치 및 투표 용지에 기재될 법안 및 후보자와 같은 투표 절차에 관한 공식적인 정보를 보내는 
데 사용됩니다. 유권자 등록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유권자 정보는 주 국무장관의 결정에 따라 공직 후보자, 투표 상정 법안 위원회 또는 기타 
개인에게 선거, 학술, 언론, 정치, 정부 차원의 목적을 위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카드 상에 
기재된 귀하의 운전면허 번호, 사회 보장 번호 또는 서명은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 공개될 수 없습니다. 
유권자 정보의 사용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해당 정보의 오용이 의심되어 신고를 원하는 경우, 주 
국무장관 무료 유권자 핫라인 (866) 575-1558번으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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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유권자 상태 확인하기
주 국무장관 웹사이트 voterstatus.sos.ca.gov 에서 나의 
유권자 상태페이지를 방문하면 유권자 상태를 알아보거나 투표소 
및 투표 센터를 찾는 등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유권자 상태 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한 기능:
• 투표 등록 여부 확인 
• 유권자 등록 주소 확인
• 선호 정당 확인
• 선호 언어 확인
• 투표 센터 또는 지정된 투표장소 검색
• 해당 지역의 차기 선거 정보 검색
• 각 주 전역의 선거 전 해당 주 또는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VIG) 이메일 수신 선택
• 해당 카운티 선거위원회 연락처 검색
• 자신의 우편 투표용지 또는 잠정적 투표용지 집계 여부 확인

유권자 등록 상태를 확인하려면 이름, 성, 생년월일, 캘리포니아 주 운전면허증이나 캘리포니아 신분증 번호, 
사회보장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 등과 같은 개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나의 유권자 등록 상태 도구를 이용하여 주 유권자 정보 안내서 수신 거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가정 내에 또 다른 등록 유권자가 우편 수신을 요청한 경우 주 VIG가 귀하의 주소로 발송됩니다. 주 VIG는 
voterguide.sos.ca.gov 에서 온라인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voterstatus.sos.ca.gov 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혹은 갱신을 잊으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카운티 선거 사무소, 카운티 내 모든 투표장소나 선거 센터에서 선거 당일 오후 8시까지 유권자 등록 후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조건부 유권자 등록 또는 당일 유권자 등록이라고 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카운티 선거 사무소, 카운티 내 투표 센터 또는 투표장소를 방문하십시오. 위치는 해당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 또는 vote.ca.gov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유권자 등록 카드 혹은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십시오.
3. 카운티 선거 사무소, 투표 센터 또는 투표장소에서 투표용지로 투표하십시오.
4. 카운티 선거 관리인이 귀하의 등록을 처리하여 귀하에게 투표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면, 귀하는 

유권자로 등록되며 귀하의 투표용지가 집계될 것입니다.
당일 유권자 등록에 관해 더 상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sos.ca.gov/elections/voter-registration/same-day-reg 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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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투표소 직원
으로 일하기
투표소 직원으로 지원해 여러분의 커뮤니티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도우세요. 투표소 직원으로서 
유권자들이 쉽고 안전하게 투표하도록 기여하세요. 현장 경험도 얻고, 투표에도 참여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권리를 행사하세요!

왜 투표소 직원을 해야 하죠? 
 ✓ 여러분의 민주주의를 지원합니다 
 ✓ 참여를 통해 유권자를 지원합니다 
 ✓ 여러분의 커뮤니티에 적극적인 구성원이 됩니다  
 ✓ 일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액수는 카운티에 따라 다름)

투표소 직원은 무얼 하나요? 
 ✓ 직접 투표소 설치 및 폐쇄합니다 
 ✓ 투표소에서 직접 유권자를 지원합니다 
 ✓ 유권자의 권리를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 투표용지와 투표 기구를 보호합니다 
 ✓ 원활하고 접근하기 쉬운 투표 경험을 보장합니다

다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나요? 
 ✓  유권자들에게 언어 접근성 지원을 통해 모든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투표 관리자는 누가 할 수 있나요?
투표소 직원으로 일하기 위해 갖춰야 할 필수 사항: 

 ✓ 16세 이상일 것 
 ✓ 캘리포니아 거주자* 및 
     (*미국 시민권자 및 합법적인 거주자는 투표소 직원이 될 수 있음) 

 ✓ 교육에 참여할 것
투표소 직원으로 지원해 여러분의 커뮤니티를 도우세요. pollworker.sos.ca.gov 에서 양식을 제출하세요. 

투표소 직원으로 일하는 것에 대한 상세 정보를 원하시면, 해당 카운티 선거 사무소(본 안내서의 
126 페이지 참조)로 연락하시거나, 캘리포니아주 국무장관앞으로 (866) 575-1558 로 전화하시거나  
vote.ca.gov 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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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투표자를 위한 지원
투표소 또는 투표 센터에서 투표하기
캘리포니아 투표소 및 투표 센터는 장애인 투표자에게 투표용지를 사적이고 독립적으로 투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든 투표소는 장애인 투표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사합니다. 모든 투표소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  모든 유권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있는 투표 기술
•  투표 구역과 가능한 한 가까운 접근 가능한 지정 주차장
•  가두 투표

가두 투표는 장애인 투표자가 차량을 투표 지역에 최대한 가까이 주차하고 차량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합니다. 선거 
위원이 서명할 명단, 투표용지, 기타 필요한 모든 투표 자료를 가져다 줍니다. 투표소에 게시된 번호를 찾아 선거 
위원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알리거나, 카운티 선거 사무실로 연락하세요.

카운티 투표 센터는 '투표 기간 연장, 투표 방법 증가' 원칙에 따라 선거일 10일 전까지 유권자들이 카운티 어느 
투표 센터에서든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모든 카운티의 유권자는 10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본인의 
카운티 선거 사무실에서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투표하기
장애인 투표자는 또한 집에서 원격 접근 가능 우편투표(RAVBM) 시스템을 통해 독립적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RAVBM 시스템은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전자적으로 수령해 독립적이고 사적으로 기표한 후 선거 사무실로 
우편 발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 RAVBM 투표용지는 투표용지 투입함이나 카운티 선거 사무실에 직접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카운티가 장애인 투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sos.ca.gov/elections/voting-resources/
county-elections-offices를 방문해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연락하십시오.

오디오 및 큰 활자로 된 유권자 정보 안내
본 안내서는 오디오 및 큰 활자 버전으로 영어, 중국어, 힌디어, 일본어, 크메르어, 한국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베트남어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 방법:

vote.ca.gov 를 방문하십시오.

주 국무장관의 유권자 무료 핫라인 (866) 575-1558으로 문의하십시오.

음성 MP3 버전을 voterguide.sos.ca.gov/ko/audio 에서 다운로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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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군인 및 재외 유권자를 위한 정보
군 복무 중이거나 미국 외 국가에 거주 중인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선거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 군인 또는 재외 유권자로 투표 등록을 하면,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선거 자료를 
받게 됩니다. 준비하십시오!

• 미리 시작하십시오. 카운티 선거위원회 공무원이 군인 및 재외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보내는 최종 날짜는 선거일 45일 전입니다. 선거일까지 투표용지를 받으실 수 있도록 
RegisterToVote.ca.gov 에서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십시오. 

•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알아두십시오. 군인 또는 재외 유권자로 투표 등록 시,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 중에서 투표용지 수신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카운티 선거위원회 
공무원의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투표용지와 선거 자료를 내려받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한 투표용지는 귀하의 카운티 선거위원회 공무원에게 우편 또는, 특정 
상황에서는 팩스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를 팩스로 제출할 자격 요건을 갖추신 
경우에는, (귀하의 카운티 선거위원회 공무원에게서 얻을 수 있는 자료인) 비밀 투표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유권자 선서 양식을 함께 팩스로 전송하셔야 합니다.

• 귀하의 등록 정보를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해 주세요. 군인 또는 재외 유권자로 등록하신 후에는, 
매 선거 전에 귀하의 카운티 선거 공무원으로부터 투표용지 및 선거 자료를 계속하여 받게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주소, 성함, 또는 선호 정당을 변경하시거나 주 전역 총선거에 
네 차례 연속으로 참여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유권자 등록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www.sos.ca.gov/elections/voter-registration/military-overseas-voters/ 를 방문하시면 
귀하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더 자세한 선거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중요 날짜:
10월 24일: 군인 및 재외 유권자가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용지를 요청할 수 있는 최종 날짜.

11월 1일: 군인 또는 재외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받는 방법을 갱신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최종 날짜.

11월 8일: 선거일. 우편으로 보낸 투표용지는 반드시 선거일 이전 또는 당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혀야 하며, 해당 카운티 선거 사무소에 반드시 11월 15일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팩스로 보낸 
투표용지는 해당 카운티 선거 사무소에 늦어도 선거일 오후 8시(태평양 표준시)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주 국무장관 연방 투표 지원 프로그램

 (866) 575-1558 (800) 438-VOTE 

www.sos.ca.gov/elections/voter- www.fvap.gov 
registration/military-overseas-vo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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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규제와 과세 대상이 아닌 스포츠	
베팅이 소비자 보호나 책임 있는 도박에 관한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일어나고 있다.	 주요 경제학자들과 산업	
전문가들은 연방법이 스포츠 베팅을 금지했던 기간 동안,	
이러한 암시장이 미국 전역에서 도박 자금으로 매년 수십	
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한다.	 불법 스포츠 베팅	
시장은 캘리포니아에서 지속적으로 번성하고 있으며,	
세금과 규제,	 면허가 없다는 특성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하여 매력적인 선택지로 남을 것이다.	

(c)	규제 대상이 아닌 도박업은 대개 범죄 요건이 성립하며	
공공 안전 및 공중 보건에 위협이 된다.	이에 따라,	연방법,	
주법,	 지방법으로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한,	 어떠한 자도	
캘리포니아주에서 도박업을 운영할 수 없다.	

(d)	주요 경제학자들과 산업 전문가들은 합법적이고 규제	
대상인 캘리포니아 내 스포츠 베팅 시장으로 인해 처음	
수년 동안 수억 달러의 경제적 활동이 발생하여	
캘리포니아주의 연간 세입을 수천만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한다.	

(e)	 캘리포니아에서 스포츠 베팅을 규제와 과세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불법 도박 암시장을 근절하고 성인들이	
강력한 소비자 보호를 받으면서 이러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f)	스포츠 베팅을 과세하면 새로운 세입이 발생하여 도박	
및 정신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자금 지원을 늘리고,	 교육 및 공공 안전과 관련된	
캘리포니아주의 일반적 자금 우선순위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g)	 21세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민은 엄격한 규제를 거친	
안전한 시설에서 합법적인 스포츠 베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상기 시설은 도박업 운영 경험이 있고 연방,	
주,	지방 규제 기관에 대해 적법한 등록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h)	 아동과 청년을 보호하는 캘리포니아의 가치에 따라,	
스포츠 베팅은 반드시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한다.	스포츠	
베팅은 반드시	21세 이상의 성인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기존의 법은 도박이 중독적일 수 있으며 아동 및 가정을	
위한 오락으로 홍보하거나 합법화할 활동이 아니라고	
본다.	이에 따라,	아동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베팅	
광고나 홍보는 금지된다.	

(i)	 학생과 대학을 보호하기 위해,	 고등학교 체육 경기와	
캘리포니아 소재 대학 팀에 스포츠 베팅하는 것 또한	
엄격히 금지된다.	

발의안 1
본 개정안은	2021	-	2022	정기 국회에서 상원 헌법 개정안	
제10호로 상정되었으며	 (2022년도 법령,	 결의안	 97장)	 ,	
캘리포니아 헌법에 절을 추가하여 그 내용을 명시적으로	
개정한다.	 이에 따라 새로 추가되는 조항은	 이탤릭체로	
표시하여 신규 조항임을 나타낸다.	

제I조에 상정된 개정안
제1.1절이 다음과 같이 제I조에 추가된다:	

제1.1절 캘리포니아주는 가장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개인의 생식의 자유를 부정하거나 침해해서는 안된다.	
생식의 자유에는 낙태를 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기본권과	
피임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기본권이 포함된다.	본	
절은 제1절에 의해 보장되는 헌법상의 프라이버시 권리와,	
제7절에 의해 보장되는 헌법상의 평등한 보호를	
거부당하지 않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본 절의	
어떠한 내용도 프라이버시권이나 평등한 보호권을	
축소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발의안 26 
본 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II조 제8절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제출된다.	

본 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 헌법의 절을 개정하고 사업 및	
직업법 과 정부 규정 에 절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삭제되는	
기존 조항은 취소선으로 표시하고 새로 추가되는 조항은	
이탤릭체로 표시하여 신규 조항임을 나타낸다.	

상정된 법안
제1절. 제목.

본 법안은	 "캘리포니아 스포츠 베팅 규제 및 불법 도박	
금지법"이라 칭한다.

제2절. 확인사항 및 선언.

(a)	 2018년	 5월,	 미국 대법원은 스포츠 베팅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폐지했다.	그 결과,	이제 각 주는 영역 내에서 스포츠	
베팅을 자유롭게 허가할 수 있고,	스포츠 베팅에 관한 규제,	
소비자 보호,	 책임 있는 도박에 관한 법안,	 세금을 부과할	
자유를 갖는다.	이미	20개 주가 소비자 보호,	책임 있는 도박을	
제공하고 성인에게 이러한 활동에 참여할 선택권을 주는	
방식으로 스포츠 베팅을 규제 및 과세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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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세계 최고의 말 화학 연구소인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의	Kenneth	L.	Maddy	말 분석 화학	
연구소 및 지역 정부에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q) 캘리포니아 스포츠 베팅 규제 및 불법 도박 금지법은	
스포츠 베팅의 규제 및 과세를 통해 성인의 합법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	 공공 안전 및 정신 건강을 위한	
수입을 증대한다.	 동시에 특히 어린이에 대한 강력한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며 사행산업 관련 법률의 시행을	
강화한다.

제3절. 목적과 의도.

캘리포니아 스포츠 베팅 규제 및 불법 도박 금지법은	
다음의 방법을 취함으로써 캘리포니아의 스포츠 베팅을	
규제 및 과세하고 사행사업의 규제와 보호 조치를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a) 스포츠 베팅의 규제 및 과세를 통해 스포츠 베팅을	
양지화하고,	엄격한 규제 하에 사행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안전한	
시설에서 스포츠 베팅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출입을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는 규제 구조를 수립.	

(b) 부족 정부가 사행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스포츠	
베팅을 책임감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바탕으로,	주 및 연방법에 따른 협의 하에	
부족 정부의 스포츠 베팅,	룰렛,	주사위 게임 허가.	

(c) 인가 경마장 사업자 또한 엄격한 규제 아래 있고	
사행사업에 경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해당 사업자의	
스포츠 베팅 운영 허가.	

(d) 해당 시설 및 사업자가 관련 연방,	 주 및 지역 규제	
기관의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e) 책임감 있는 스포츠 베팅 운영을 장려하고 어린이를	
보호하며 공중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의 각 항과 같은	
강력한 소비자 보호 수단 마련:	

(1) 스포츠 베팅 운영 시설에는	 21세 이상의 성인이	
실제로 와야 함.	

(2) 21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스포츠 베팅을 허가하여	
미성년자의 도박을 방지.	

(3) 21세 미만의 사람에게 스포츠 베팅 마케팅 및	
광고		금지.	

(4) 프로,	 대학 또는 아마추어 스포츠 또는 기타 운동	
경기에 한하여 스포츠 베팅 허가.	

(5)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고등학교 스포츠 또는 기타	
운동 경기에 베팅 금지.	

(j) 동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그레이하운드 또는 기타	
견종을 이용하는 등 현재 허용되지 않는 형태의 동물	
대회에 스포츠 배팅하는 것은 금지된다.

(k)	 스포츠 베팅 등의 합법 도박이 공중의 보건,	 안전,	
복지를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중이 신뢰하기	
위해서는,	 도박이 범죄나 부정부패와 관련되지 않고,	
정직하고 경쟁적으로 이뤄지며,	 적절한 장소에서만 임할	
수 있게 하는 포괄적 법안을 제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게임 산업은 자금세탁방지법 및 기타 관련	
법규의 준수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진다.

(l)	 도박법은 현재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지 않다.	
캘리포니아는 불법 도박을 운영하는 부도덕한	
조직으로부터 아동 및 취약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도박법을 시행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민은 불법 도박 활동에 관한 캘리포니아 법 위반 사항을	
신고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m) 스포츠 베팅 관련 제도를 통해 철저한 감독하에서	
사행사업에 경험이 있으며,	 책임감 있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자원을 갖추고 엄격한 규제 하에 관리되는	
안전한 시설에서만 스포츠 베팅을 운영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스포츠 베팅을 안전하게 운영하기에 가장 좋은	
사업체는 인디언 게임 카지노와 인가된 경마장	
사업자이다.	

(n) 캘리포니아 부족 정부는	 2000년부터 인디언 보호	
구역에 인디언 게임 카지노를 운영하면서 캘리포니아의	
인디언들이 겪은 잔혹한 역사를 회복할 충분한 자원을	
확보했다.	 캘리포니아 부족들은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보건,	 학교,	 장학금,	 문화재 보호,	 소방서,	 사법 기관,	
상수도,	 자연 보호 등의 서비스 체제를 갖추었다.	 중요한	
점은 지난	 20년 동안 캘리포니아 부족들이 카지노를	
운영하지 않는 부족들과	 $10억 이상의 수익을 나누어	
부족 공동체를 강화했다는 것이다.	

(o) 2016년,	이와 같은 캘리포니아의 인디언 사행산업은	
캘리포니아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재정적 영향을	
주었다:	 일자리	 124,300개;	 생산액	 $200억;	 직원 임금		
$90억;	 또한 캘리포니아주에 대략	 $10억,	 지역 정부에	
$3.78억을 지불한 것을 포함하여 연방,	주 및 지방 정부에	
$34억의 세금 지불 및 세입 교부 등.		

(p) 경마는 가장 오래된 사행산업으로,	캘리포니아에서	
대략	 1세기 동안 지속되어왔다.	 17,000가지가 넘는	
면허 인가 직업이 경마 산업과 관련되어 있다.	
캘리포니아 경마 위원회에 따르면 매년	 $30억 규모	
이상의 베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판매세를 통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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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지사는 연방 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의 인디언 지역에서 연방에게 인정을 받은	
부족의 슬롯 머신 및 복권 게임 운영,	 뱅킹 및 퍼센티지	
카드 게임,	 룰렛,	 주사위 게임,	 스포츠 베팅에 대하여	
입법부의 비준을 전제로 계약을 협상 및 체결할 권한이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계약을 전제로 하여	 인디언	 부족	
지역에서 슬롯 머신,	 복권 게임,	 뱅킹 및 퍼센티지 카드	
게임,	 룰렛,	 주사위 게임,	 스포츠 베팅을 관리·운영하는	
것을 허가한다.	

(f) (g) (a)관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당사자 또는 기타 개인,	 비영리,	 적격 조직의 유익 활동	
또는 자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입법부는 개인,	
비영리,	적격 조직의 자금 조달 방식으로서 추첨식 판매를	
허가할 수 있다.	단,	(1)	추첨을 통해 얻은 총 수령액의 최소	
90%가 캘리포니아의 유익한 목적 또는 자선 목적으로	
직접 사용되어야 하며,	 (2)	 추첨 상금 수령자는 추첨	
판매를 실시하는 민간 비영리 단체의 직원이어야 한다.	
양원 각각에서	 2/3의 동의 하에,	 입법부는 주지사가	
서명한 법령에 의해 본 관에서 정한 총 수입액 중 유익한	
목적 또는 자선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율을 개정할 수 있다.	

(h) (a)관 및	 (e)관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사업 및 직업법19670절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인가 경마장	
사업자는 스포츠 베팅을 운영할 수 있다.	 단,	 이 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받은 스포츠 베팅 목적물에는	
참여자가 직접 베팅해야 하며,	이를 인가 경마장 사업자가	
인정해야 한다.	또한 해당 베팅은 직전	18개월 동안 해당	
사업자가 생중계로 경마를 실시한 경마장의 지정된 건물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본 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받은 스포츠 베팅 목적물을 지정된 경마장 건물 외부의	
베팅 키오스크 또는 자동 게이밍 단말기를 통해 베팅해서는	
아니 된다.	

(i) (1) (f)관 및	 (h)관에서는,	 “스포츠 베팅”이란 프로,	
대학,	 아마추어 스포츠 또는 기타 운동 경기 결과에	
베팅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포츠 베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에 베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A) 고등학교 스포츠 또는 기타 운동 경기.

(B) 경기 장소에 관계없이 캘리포니아 대학 팀이 참가하는	
스포츠 또는 기타 운동 경기.	 단,	 캘리포니아 대학 팀이	
참가하는 스포츠 또는 기타 운동 경기는 캘리포니아 대학	
팀이 참가하는 대학 스포츠 또는 기타 토너먼트 운동	
경기를 포함하지 아니 한다.

(C) 이미 종료된 스포츠,	기타 운동 경기,	또는 경마.	또한,	
스포츠 또는 기타 운동 경기 또는 경마를 통해 수령한	
상금을 포함한 성과물은 슬롯 머신 또는 블랙 잭,	 룰렛	

(6) 학생과 대학을 보호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대학 팀이	
참여하는 모든 스포츠 또는 기타 운동 경기에 베팅 금지,	
단	 NCAA	 농구 경기와 같은 인기 경기에는 스포츠	
베팅		허가.	

(7) 동물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그레이하운드 또는 기타	
견종 등의 동물을 참여시키는 경주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불법 스포츠 경기 또는 대회에서 베팅	
금지.	

(8) 스포츠 경기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입법부의	
부패 방지 대책 마련.	

(f) 인가 경마장 사업자의 스포츠 베팅 운영에	 10%의	
세금을 부과하여 문제성 도박 방지 및 정신 건강 관련	
프로그램과 스포츠 베팅,	기타 사행산업에 대한 실행·감독	
자금 지원 및 교육,	 공공 안전에 관련된 정부 일반 기금	
우선 항목에 재정 지원.	

(g) 스포츠 베팅 수익의 지출에 대한 적합성 및	
효율성 감사.	

(h)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불법 도박 행위 및 해당 사업에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캘리포니아의 현행 불법 도박 금지	
법 시행 강화를 통한 공공 안전 보호.	

(i) 모든 사행산업 시설이 원칙과 법을 준수하도록 기존	
불법 도박 금지 법의 시행 조치 강화.	 시행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모든 합법 사행산업의 범죄 및 부패 요소를	
제거하고,	 적격 사업자의 정직하고 경쟁력 있는 운영을	
보장하며 현지 사법 기관 대신 사행 사업체에 책임을 지울	
수 있다.	

(j) 기관을 통해 적합한 감사 기준을 준수하게 하여 합법	
스포츠 베팅 운영 시설의 원칙적 운영 보장.	

제4절. 캘리포니아 헌법 제IV조 제19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절. (a) 입법부는 복권 허가권을 깆지 않으며,	
주에서의 복권 판매를 금지한다.	

(b) 입법부는 경마 및 해당 대회,	대회 결과에 베팅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규정할 수 있다.	

(c) (a)관에도 불구하고,	 입법부는 법령에 따라 도시 및	
카운티가 자선 목적에 한하여 빙고 게임을 운영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d) (a)관에도 불구하고,	 California	 State	 Lottery의	
설립은 허가된다.	

(e) 입법부는 현재 네바다 및 뉴저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형의 카지노 허가권을 갖지 않으며,	해당 유형의 카지노	
운영을 금지해야 한다.	(f) (a)관 및	(e)관 그리고 주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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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19671절이 부과하는 세금에 따라 거둬 들이는 모든	
세입은 캘리포니아 스포츠 도박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c)	 스포츠 도박과 관련된 원주민 부족-주 정부 협약에	
따라 주에 지급한 지불금은 캘리포니아 스포츠 도박	
기금에 예치될 수 있다.	

(d)	 캘리포니아 헌법 제XVI조 제8절에서 요구하는 바를	
계산할 목적으로 캘리포니아 스포츠 도박 기금으로 이전된	
돈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XIII	 제B조에 따라 책정된 일반	
기금 세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19673.	캘리포니아 스포츠 도박 기금의 자금 분배

(a)	회계 감사관과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부에서	
캘리포니아 스포츠 도박 기금의 행정과	 19671절에 의해	
설립된 세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실적이고	
합리적인 비용은,	 재무이사의 결정에 따라,	 (b)관에 따른	
기금을 지출하기 전에 캘리포니아 스포츠 도박 기금에서	
공제 되어야 한다.	

(b)	 2022-23년부터 각 회계 연도에 회계 감사관은	
캘리포니아 스포츠 도박 기금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지출해야 하며 지출 후 남은 돈은	 (a)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

(1)	 연구,	 개발,	 프로그램 실행,	 도박 예방 및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보조금,	시,	시와 카운티,	도박 및 정신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카운티에	
대한 보조금으로 주 보건부에	15	퍼센트	

(2)	스포츠 도박 및 캘리포니아주 내 다른 형태의 게임의	
집행과 실행에 대한 실제 비용 및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무부 내 도박관리국 에	 15	 퍼센트 도박관리국 은	
재무이사가 결정하는 연간 관리 비용에 대해 캘리포니아	
스포츠 도박 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체 기금의	 5	 퍼센트	
이상 소비해서는 안 된다.	

(3)	일반 기금에	70	퍼센트	

(c)	매	2년마다 회계 감사관은 기금이 본 조항에 의해서만	
지출되고 사용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b)관의 제(1)
호와 제(2)호에서 명시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를 수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입법부와 대중에게	
보고해야 한다.

(d)	 (b)관의 제(1)호와 제(2)호에서 설명하는 기금은 이	
법의 목적에 따라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 기금은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존 주 또는	
지역 기금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19674.	스포츠 도박에 대한 연령 제한	

또는 크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카지노	
유형의 게임을 모방한 방식으로 결과가 보여지거나	
상징물로 표현되지 아니 한다.	

(D) (b)관 및 해당 관에 따라 공포된 법령으로 인가받은	
경마 및 해당 대회,	그리고 대회 결과에 베팅하는 행위.	(2)	
입법부는 법에 따라 이 관의 이행에 필요한 법령을	
허가하며,	또한 동 법령을 통해 소비자 보호 및 부패 방지	
조치를 취하여 스포츠 및 기타 운동 경기의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절. 스포츠 베팅 규정 및 불법 도박 금지 시행 조치.

제5.1절. 사업 및 직업법 제8목 제4장에 제12조(제
19670절 이하)가 추가된다:	

제12조. 인가 경마 시설의	
스포츠 베팅	

19670. 정의

본 조와 캘리포니아 헌법 제IV조 제19절에서	“인가 경마장	
사업자”란 캘리포니아 경마 위원회로부터	 2019년 중	
지정된 카운티 내의 주 박람회 장에서 운영되는 사업체를	
비롯한 민간 기업이 운영하며 앨러미다카운티,	
로스앤잴레스,	 오렌지카운티,	 또는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위치한 경마장에서 생중계로 경마 대회를 진행하도록 인가	
받은 사업자를 가리킨다.	“인가 경마장 사업자”는	2020년	
1월	1일 당시	19418절	(a)관의 목적에 따라 정의되는	“주	
지정 박람회”의 경마장을 포함하지 아니 한다.

19671. 스포츠 베팅 세금

(a) 인가 경마장 사업자의 일일 스포츠 베팅 합계에서	
고객의 일일 총 상금을 제외한 금액에	10	퍼센트의 세금이	
부과된다.	

(b)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은	 (a)관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관리 및 징수해야 하며,	 분기,	 연간,	 또는	
기타 주기 별 일일 총 합계,	 징수,	 보고,	 환불 및 이의	
제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 절의 관리 및	
시행과 관련된 규정을 규제,	채택 및 시행할 수 있다.	

(c)	 (a)관에 따른 세금으로 인한 모든 세입은	 19672절에	
의해 조성된 캘리포니아 스포츠 도박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19672.	캘리포니아 스포츠 도박 기금

(a)	 캘리포니아 스포츠 도박 기금은 주 재무국에	
설립되었으며,	 정부 규정 제13340절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계 연도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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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에게 소송 제기를 요청했던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해 제기되었을 때만 해당한다.	

(c)	 본 절에 따라 소송 중인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이	
기재되거나 문제가 해결되면,	 민사상 벌금 또는 해당	
소송에 따른 합의금은 제19672절에 의해 조성된	
캘리포니아 스포츠 도박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19991.	 미성년자에 대한 스포츠 도박 마케팅 및	
광고의 금지

(a) 본 절의 목적에 따라:	

(1)	 "광고 행위"란 광고를 발표 또는 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광고"란 모든 서면,	인쇄본,	그래픽 기타 자료와,	옥외	
광고판,	 표지판,	 기타 야외 전시품,	 대중 교통 카드,	 정기	
간행물,	책,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과 기타 미디어 등을	
포함하여 스포츠 도박을 장려하도록 계산된 서면 또는	
구두,	 그림 또는 묘사를 말한다.	 이 용어는 보도 자료나	
정기 간행물,	 책,	 직간접적으로 스포츠 도박 운영 시설에	
의한 금전 및 기타 대가 지급 없이 출간하는 신문,	스포츠	
도박 운영 시설이 직접 작성하거나 그의 지시로 작성된	
글을 포함한 뉴스 사설이나 기타 읽을 거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시장"	 또는	 "마케팅"이란 스포츠 경기 후원,	 판매	
시점 광고,	특정 집단을 겨냥한 제품 개발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스포츠 도박을 장려하는 모든 행위	
또는 절차를 의미한다.	

(b)	방송,	전화,	라디오,	인쇄물,	디지털 통신으로 광고 또는	
마케팅을 하는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최신의 대상자	
구성 데이터에 따라 대상자가 만	 21세 이상임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장소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c)	스포츠 도박 운영 시설의 통제를 받는 직접 및 개별화된	
통신이나 대화를 포함하는 광고 또는 마케팅은 수신자가	
스포츠 도박 운영 시설의 통제를 받는 통신이나 대화에	
참여하기에 앞서 만	 21세 이상임을 입증하는 연령 확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본 관의 목적에 따라,	 연령 확인	
방법으로는 사용자 확인,	생년월일 공개,	또는 기타 유사한	
등록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d)	 스포츠 도박 운영 시설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만	21세 미만의 사람을 스포츠 도박에 참가하게 하려는	
의도로 스포츠 도박을 광고하거나 마케팅 하는 행위.	

(2)	 아이들이 선호하는 형태의 광고 또는 마케팅을 발표	
또는 유포하는 행위.	

(a)	만	21세 미만인 사람은 스포츠 도박을 하거나 하도록	
허용될 수 없고,	 승인된 경마 운영 장소에서 이루어진	
스포츠 또는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여 얻는 수익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받을 수 없다.

(b)	만	21세 미만인 사람은 스포츠 경기에 도박을 하려는	
목적으로 승인된 경마장 운영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거짓되거나 부정한,	또는 본인의 것이 아닌 연령과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	 인쇄,	 사진 복사 증거를 제시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c)	만	21세 미만인 사람이 본 절을 위반하는 경우 경범에	
해당된다.	

제5.2절.	제18조(제19990절 이하)가 사업 및 직업법 제8
목 제5장에 추가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8조.	불법 도박에 대한 집행

19990.	불법 도박 활동에 대한 집행	

(a)	법에 의한 모든 처벌에 추가로,	형법	335절 및	337절을	
제외한 형법 제1편 제목9	 제10장(제330절 이하)에 의해	
불법이 되는 행위에 관여한 사람은 각 위반에 대해 일만	
달러($10,000)	이하의 민사 처벌 대상이 되며 법무장관이	
캘리포니아 주민의 이름으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법원 명령의 대상이 된다.	 또한	
법무장관은 최초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24시간,	 2회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48시간,	 3회 이상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30일의 폐쇄 명령을 발표함으로써 본 항을	
집행할 권한이 있다.	

(b)	형법	335절 및	337절을 제외한 형법 제1편 제목9	제
10장(제330절 이하)에 의해 불법이 되는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나 단체에게는 민사 처벌에 대한 민사 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무장관에 대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a)관에 규정된 금지 명령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요청은 소송 사유가 존재한다는	
믿음에 대한 근거를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작성해야 한다.	

(1)	법무장관이 소송 개시를 요청하는 서면을 수령하고	90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무장관에 의한 해당	
소송이 침해의 사실 없이 기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별도 소송도 제기될 수 없다.	

(2)	법무장관이 소송 개시를 요청하는 서면을 수령하고	90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해당 소송을 요청한	
사람 또는 단체는 민사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3)	민사 소송 제기 기간은 법무장관이 서면 요청을 수령한	
때로부터 민사소송이 침해의 사실 없이 기각된 날까지	
또는	150일 간 중 더 늦게 도래하는 날짜까지로 한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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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캘리포니아주 노숙 문제 및 정신 건강 위기에 대한	
행동 요구.	 미국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사람들 중 거의	
절반이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으며,	 공립 학교 데이터는	
250,000	 명 이상의 공립 학교 학생들이 노숙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b)	정신 건강 장애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직면하는 가장	
일반적인 건강 상태로,	캘리포니아 주의 성인 약	6명 중	1
명은 어느 정도의 정신 질환을 경험하며,	 24명 중	 1명은	
삶의 주요한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심각한 정신 질환을	
겪고 있으며,	 아동	 13명 중	 1명은 일상 생활을 제한하는	
감정 장애를 가진다.	 영구적인 기금의 흐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게 된다.

(c)	 2018년	 5월,	 미국 대법원은 스포츠 도박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폐지했다.	그 결과 이제 주는 국경 내의 장소에 대해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승인하고 이에 대하여 규제,	 소비자	
보호,	책임 있는 도박 법안,	세금을 수립할 자유를 갖는다.

(d)	 규제 적용 및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닌 온라인 스포츠	
도박은 현재 그 어떤 소비자 또는 관련 사행산업 보호 없이	
캘리포니아 전역의 불법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수석	
경제학자들과 산업 전문가들은 이 불법 시장이 미국	
전역에서 온라인 도박으로 매년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한다.

(e)	주의 규제를 받아 포괄적인 라이센스 절차를 포함한 책임	
있는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제공하는 단체를 허용하는 것은,	
그 대상을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만	21세 이상의 개인으로	
제한하고 집행 및 책임 법안을 부과하며,	이는 수십억 달러의	
세입을 발생시켜 캘리포니아주 내의 노숙 문제를 해결하고	
정신 건강 지원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준다.

(f)	만	21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인터넷 및 모바일 기기를	
통한 스포츠 도박을 즐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온라인 스포츠 도박은,	 온라인 스포츠 도박	
운영자로 하여금 미성년자가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으며 위반에 대한 처벌과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다른 주에서 입증된 연령 확인 및 정보 공유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g)	안전하고 합법적인 온라인 스포츠 도박은 미성년자와	
아동을 보호하고,	 스포츠 경기의 진실성을 유지하고,	
운영자들이 적절하게 인가를 받았음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에 의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	스마트 기술과 스포츠	
리그 간 정보 공유,	 온라인 스포츠 도박 운영자들과	
법무부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스포츠의 진실성을	
유지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19992.	스포츠 도박 시설에 대한 감사

법무부 내 도박관리국은 원주민 부족-주 정부 협약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스포츠 도박을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제19826절 및 제19827절에 규정된 모든	
조사 및 감사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3절.	 제12012.200절은 정부법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12012.200.	스포츠 도박 개정안의 규제 비용에 대한 보상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IV조 제19절	 (f)관에 따라 스포츠	
도박을 승인하는 원주민 부족-주 정부 협약에 대한 모든	
개정안은	 1988년 인디언 도박 규제 법(Indian	 Gaming	
Regulatory	Act)에 따른 부족 국가 협정의 시행 및 관리와	
관련하여 스포츠 도박과 관련한 주에서 발생하는 실제	
규제 비용에 대한 보상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미국 연방	
법전 제25편	2710(d)(4)절).

제6절. 개정안.

본 법안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넓게 해석된다.	제5,	제
5.1,	제5.2,	제5.3절의 조항은 개정안이 법안의 의도와 충분히	
일치하는 한 각 입법부의	2/3	찬성표로 개정될 수		있다.

제7절.	분리 가능성.

본 법률의 조항은 분리가 가능하다.	관할 법원의 결정으로	
본 법률의 절,	 관,	 항,	 조,	 문장,	 구절,	 단어 또는 적용의	
일부가 무효화된 경우,	 해당 결정은 본 법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은 본 법안의 일부 또는 적용이 추후 무효로 선언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채로 무효 또는 위헌임을	
선언하지 않은 본 법안과 모든 부분,	절,	관,	항,	조항,	문장,	
구절,	단어 또는 적용을 채택할 것임을 선언한다.	

발의안 27 
본 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II조 제8절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제출된다.	

본 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 및 기업과 직업법에	
절을 추가한다.	새로 상정되는 추가 조항은 신규 조항임을	
표시하기 위해	이탤릭체로 기입된다.	

상정된 법안
제1절. 제목.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노숙 문제 해결 및 정신 건강 지원	
법으로 공표 및 인용한다.

제2절.	의도 및 목적.

캘리포니아주 주민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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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온라인 스포츠 도박 운영자로서의 능력을 가진 온라인	
스포츠 도박 운영자.

(B)	온라인 스포츠 도박의 제공,	시행 또는 운영.

(C)	온라인 스포츠 도박으로 발생한 세입 또는 소득.

(2)	 (1)항에도 불구하고,	 본 관은 다음 사항이 적용되는	
곳에서의 세금 부과를 금지하지 않는다:

(A)	 세금은 일반적으로 사업,	 사업 활동,	 행위,	 재산이나	
제품에 폭넓게 적용된다.

(B)	 세금은 다음의 사항과 관련이 있거나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류에 따라 설정되거나 의존하지 아니한다:

(i)	온라인 스포츠 도박 운영자.

(ii)	온라인 스포츠 도박의 제공,	시행,	또는 운영.

(iii)	온라인 스포츠 도박으로 얻은 세입 또는 소득

(C)	 세금은 온라인 스포츠 도박의 운영이나 그로 인해	
발생한 세입 또는 소득에 대해 추가적인 과세를 피하는	
방법으로 적용된다.

(e)	 사업 및 직업법 제8목 제4.7장 제13조(
제19754절 이하)와 본 절에 나타나는 단어나 구절은 법적	
정의에 의해 정의되어야 한다.

(f)	본 절은 캘리포니아주 주민이 승인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4절.	사업 및 직업법 제8목에 제4.7장(제19750절 이하)
이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제4.7장 온라인 스포츠 베팅

제1조.	캘리포니아 온라인 스포츠	
베팅 신탁 기금

19750.	캘리포니아 온라인 스포츠 베팅 신탁 기금

(a)	 캘리포니아 온라인 스포츠 베팅 신탁 기금은 이로써	
국고상에 설정된다.

(b)	법률의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기금 및 기금 내의	
모든 계좌는 이로써 신탁 기금이 되는 것으로 선언한다.

(C)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확인 가능한 정부 규정	
16310절 및	 16381절의 조항을 제외하고,	 해당 신탁	
기금의 자금을 국고상의 일반 기금 또는 기타 기금으로	
대여,	대출 또는 달리 이전할 수 없다.	기금의 예금,	기금	
내의 모든 계좌,	 그리고 이에 따라 발생한 모든 이익은	
오로지 본 장에 명시된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신탁 기금으로서의 지위를 영구히 또는 일시적으로	
변경하거나,	 기금 내의 돈을 본 장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여,	전용 또는 전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h)	 온라인 스포츠 도박은 미국의 다른 주와 지역에서	
상당한 플랫폼 운영 경험을 가진 단체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도박 원주민은 물리적으로 이 주 내에서	
원주민 구역 밖에 있는 개인에게 주에서 규제한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제공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	 자격이	
있는 온라인 스포츠 도박 플랫폼 공급자는 도박 원주민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도박 원주민과 시장	
접근 계약을 체결하여 자격이 있는 도박 단체는 이 주에서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i)	이 법의 공공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온라인	
스포츠 도박과 직접 스포츠 도박에 대한 합법적인 시장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고,	 미성년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으며,	 책임감 있는 플레이를 장려 및 유지할 수 있고,	
책임 있게 세입을 극대화하여 시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및 단체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본	
법안은 이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제공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최소한의 자격을 부과한다.

(j)	온라인 스포츠 도박과 직접 스포츠 도박은 상호 보완 및	
보충적인 관계에 있다.	 해당 종목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되는 세입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동시에 제공될 수 있다.

제3절.	19.5절이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IV조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제19.5절.	이 헌법 또는 다른 법의 상반되는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a)	도박 원주민과 운영 합의를 체결한 온라인 스포츠 도박	
플랫폼 공급자인 도박 원주민,	또는 도박 원주민과의 시장	
접근 계약을 통해 자격 있는 도박 단체는 물리적으로 이 주	
내에서 연방 정부가 인정한 원주민 구역 밖에 있는 만	21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및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제공,	시행 또는 운영할 수 있다.

(b)	 (1)	 온라인 스포츠 도박은 이 주 또는 원주민 구역	
이외에 사업 및 직업법 제8목 제4.7장(제19750절 이하)
에서 명시한 장소에서만 제공,	시행 및 운영되어야 한다.

(2)	본 절의 시행 및 관리는 사업 및 직업법 제8목 제4.7장(
제19750절 이하)의 지배를 받으며,	 본 조항은 이로써	
헌법의 본 절에 의해 명시적으로 승인되고 요구된다.

(c)	온라인 스포츠 도박은 청소년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d)	 (1)	사업 및 직업법 제8목 제4.7장 제8조(제19775절	
이하)에 의해 부과된 세금은 다음과 같이 부과된 기타 모든	
기존 또는 향후 주 및 지방 정부의 세금을 대신하고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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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HHAP	 법을 위해 충당된 금액이	 2021-22	 회계연도	
동안 같은 목적으로 충당된 금액과 같거나 그 이상인	
회계연도에는	(i)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2) (A) (B)목에 따라,	 원주민 부족 경제 개발	
계좌에	15%.

(B)	 관할 법원이	 19769절에 대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법 또는 연방법에 따라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A)목에 설명된 돈은 회계 관리자가 캘리포니아 노숙자	
솔루션 및 정신 건강 지원 계좌에 분배하여 이체해야 한다.

(e) (1) 본 장을 시행하느라 부서 및 부처에서 발생하는	
운영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헌법 제IV조 제12
항에 따라 펀드에서 돈을 충당해야 한다.	부서 및 부처에	
대한 연간 충당액은 부서에 적절한 인력이 배치되고,	
온라인 스포츠 베팅이 적절하게 규제되며,	본 장의 목적이	
신의성실하게 시행되고 있음을 보장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2)	 본 관에 따라 충당되는 돈 중	 85%는 캘리포니아	
노숙자 솔루션 및 정신 건강 지원 계좌에서 인출되고,	15%
는 원주민 경제 개발 계좌에서 인출된다.

19751. 캘리포니아 온라인 스포츠 베팅 신탁 기금	
감독 및 책임

(a)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은 본 장에 의해 창출된 수익을	
19750절에 명시된 목적을 지원하기 위해 지연이나 중단	
없이 사용하고자 하는 완전한 의사를 선언한다.	 본 절의	
목적은 감독 및 책임 구조를 규정하여 주민의 의사가	
실현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b)	법무장관이나 지방 검사는 캘리포니아 온라인 스포츠	
베팅 신탁 기금 또는 기금 내 계좌에 입금된 돈이나	
그로부터 충당된 돈의 오용 또는 무단 사용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해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구할 수 있다.

(c) (1) 초당파(무소속)의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은 기금의	
돈을 받는 프로그램에 대해	2년마다 독립적인 재무 감사를	
수행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감사관은 감사 결과를	
주지사와 상·하원 모두에 보고해야 하며,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대중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2) (A) 캘리포니아주 감사관은 본 관에서 요구하는	 2년	
주기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기금의	
돈으로 상환받으며,	 상환 금액은 감사 당	
육십만 달러($600,000)를 초과할 수 없다.

(B)	 감사 당 최대 육십만 달러($600,000)의 제한은	
소비자물가지수(CPI-U)에 따른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10
년마다 조정되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재무부는 본	
목에서 요구하는 조정 사항을 계산하여 공표해야 한다.

(d)	 19751절	 (c)관	 (2)호에 따라 필요한 돈을 공제·
이체하고	19784절에 의해 승인된 대출을 상환한 후,	회계	
관리자는 기금의 잔액을 다음의 계좌에 다음의 금액으로	
매년 분배하여 이체해야 한다:

(1)	 (A)	 해당 신탁 기금 내 생성된 캘리포니아 노숙자	
솔루션 및 정신 건강 지원 계좌에	 85%.	 본 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계좌의 잔액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IV조 제12
절에 따라 영구 주택과 임시 주택을 인도할 목적으로	
전유되어야 한다.	임대 지원,	도움 서비스 및 같은 목적의	
운영 보조금 또는 예비비가 이에 포함된다.

(i)	계좌에 있는 돈은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노숙자 주거,	지원 및 예방[HHAP]	법)	제31목 제1편제6장(제
50216절 이하)	또는 후속 법령에서 구축한 노숙자 주거,	지원 및	
예방 프로그램에 따라 해당 주체에 자금을 분배하는 데 사용된	
가장 최근의 회계연도에 대한 동일한 분배 공식에 따라 시,	시와	
카운티,	카운티 및 돌봄의 연속성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ii) 계좌로부터 충당한 돈은	HHAP	법 또는 후속 법령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회계 책임 및 보고 요건에 따라 시,	시	
및 카운티,	카운티,	돌봄의 연속성에 제공된다.

(iii) 계좌로부터 충당한 돈의 사용은 정신 건강,	약물 사용	
장애 치료 및 서비스 강화 주택을 이용해야 하는	
노숙자들에게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하고자 하는	
캘리포니아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후에 제한될	
수 있다.

(B)	계좌에 있는 돈 또는 그 일부를 세입 담보부 공채의 상환에	
충당할 수 있다.	해당 세입 담보부 공채의 수익금은 오로지	(A)
목에 기술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만 사용된다.	 계좌에	
있는 돈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공채의 상환에 쓸 수 없다.

(C) (A)목에도 불구하고,	계좌에 있는 돈의 일부는 복지 및	
시설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4목 제3편 제
8장(제4369절 이하)에 따라 정신 건강 치료 프로그램에도	
충당될 수 있다.

(D)	본 호에 따라 할당된 금액은	(A)목 및	(C)목에 설명된	
목적을 달성하고 개선하는 데 사용해야 하며,	같은 목적을	
위한 기존의 세입을 대체하지 않는다.	 그러한 기존의	
세입은	HHAP	법에 따라 뒷받침되는 기존의 세입원 역시	
포함한다.	 캘리포니아주와 자금을 수령하는 시,	 시 및	
카운티,	카운티 및 돌봄의 연속성은 본 호에 따라 할당된	
자금이 기존 세입을 대체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통해 입증할 책임을 진다.

(E)	 (i)	 (ii)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계좌에 있는 돈의	40
퍼센트 이상을 임시 주택을 위해 충당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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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부서는	California	Gambling	Control	Commission	및	
주지사의 원주민 자문실과 협의하여	(b)관 제(1)항에 명시된	
원주민 부족 간의 원주민 경제 개발 계좌에 돈을 할당하는	
공식을 정하는 규정을 채택하여야 한다.	공식은 적어도 할당	
방법 및 할당된 금액의 지급에 대한 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d) 본 절에 따라 원주민 부족이 수령한 금액은 원주민	
정부,	공공 건강,	교육,	인프라,	경제 개발 및 고용 기회를	
지원,	개선 및 확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제2조. 미성년자 및 소비자 보호

19752. 미성년자의 온라인 스포츠 베팅 참여 금지

(a) 21세 미만인 자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인적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해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거나 상금을 수령하는 행위.

(2)	 스포츠 경기에 베팅할 목적으로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의 대리인,	 연령 및 신원에 대한	
서면,	인쇄 또는 복사물을 허위,	사기 또는 실제로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거나 제안하는 행위.

(3) 온라인 스포츠 베팅 계정을 설정,	 유지 또는	
사용하거나 온라인 스포츠 베팅을 하거나 시도하는 행위.

(b) 개인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의로 행해서는 아니 된다:

(1) 21세 미만으로 알려진 자를 대신하여 베팅을 수락	
또는 이행하거나 수락 또는 이행을 제안하는 행위.

(2) 21세 미만으로 알려진 자에게 온라인 스포츠 베팅	
계정을 설정,	 유지 또는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온라인	
스포츠 베팅을 허용하는 행위.

(c) 본 절을 위반하는 자는 제19781절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부서에서 벌금을 부과한다.	본 장에 의거하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본 절을 위반한 경우 부서에서	
부과하는 추가 행정 징계를 받는다.

19753. 소비자 보호 및 요건

(a)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자는 상업적으로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 스포츠 경기에 베팅을 요청하거나,	베팅을	
하거나,	또는 베팅을 하려는 자가 해당 베팅에 대한 법적	
최소 연령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b)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자는 인터넷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21세 미만인 자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온라인 스포츠 베팅에 참여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내용의 설명을 게재하여야 한다.

(c)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자는 온라인 스포츠 베팅	
플랫폼에 인터넷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d)	(1)	본 장에 명시된 대로,	본 장에 따라 배분 또는 충당된	
자금의 용도 외 사용을 무효화하기 위한 이의 제기 절차가	
사법,	행정,	입법적 조치에 의한 최종 판결,	합의,	의결에 따라	
승인된 경우,	캘리포니아 온라인 스포츠 베팅 신탁 자금 또는	
기금 내 계정을 불법 행위가 없었다면 가졌을 재정 상태로	
회복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일반	
기금으로부터 회계 관리자에게 지속적으로 충당한다.

(2)	돈이 불법적으로 사용된 날짜부터 공동 자금 투자 계정	
이율로 이자를 계산하여 본 절에 따라 복구해야 하는	
금액에 더한다.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계관리자는	(1)호에 따른 지속적 충당에 필요한	
이체를 하고 그 완료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3)	본 절에 따른 이의 제기로 금지명령 또는 이행명령이	
내려진 경우,	 원고 또는 신청인은 금지명령 또는	
이행명령이 야기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원고 또는	
청원자에게 정부 피고 또는 캘리포니아주에 대한 면책	
의무를 부여하는 약정을 할 의무가 없다.

(e) (1) 회계관리자는 캘리포니아 노숙자 솔루션 및 정신	
건강 지원 계좌의 돈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 및	
프로그램에 대해	 4년마다 성과 감사를 실시하여 해당	
자금이 오로지 본 장에 따라서만 분배·지출되도록	
보장하고,	 감사 결과를 주지사,	 의회 및 공공에	
보고해야 한다.

(2) 캘리포니아 노숙자 솔루션 및 정신 건강 지원 계좌의	
돈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IV항	12절에 따라 본 관에 의한 감사	
수행 비용을 회계관리자에게 상환하는 데 충당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해당 계좌에서 자금을 충당하는 경우,	그 금액은	
(c)관 제(2)호에 설명된 달러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19751.5.	원주민 경제 개발 계좌

(a)	 원주민 경제 개발 계좌는 이로써 캘리포니아 온라인	
스포츠 베팅 신탁 기금에 생성된다.

(b)	(1)	정부 규정	13340절 또는 기타 법률에도 불구하고,	
원주민 경제 개발 계정에 예치된 돈과 그에 대한 이자액은	
이로써 회계 연도에 관계없이 다음 사항이 없는	
캘리포니아 내 연방 정부가 인정한 원주민 부족에게	
지속적으로 충당된다:

(A)	원주민 운영자 면허.

(B)	온라인 스포츠 베팅 플랫폼 공급자와의 운영 협약.

(C) 자격을 갖춘 게임 업체와의 시장 접근 계약.

(2) 감사관은 본 장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주민	
경제 발전 계좌의 수익을 제(1)항의 원주민 부족에	
이전하여야 한다.	이전은	(c)관에 따라 채택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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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캘리포니아주에서 소비자에게 제공된 모든 광고의	
사본을	3년 이상 보관한다.

(b)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자는 광고 또는 프로모션에	
대하여 사전에 부서의 검토 또는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c) 사업자를 신청한 자는 본인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온라인 스포츠 베팅을 제공,	 관리,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사전 운영 마케팅에 참여할 수 있다.

(d)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발행한 무료	
베팅 또는 프로모션 크레딧의 유형 또는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

19756. 온라인 스포츠 베팅 관리

(a) 각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자는 고객과의 온라인	
스포츠 베팅 거래 시 적용되는 베팅 규칙을 채택하여야	
한다.	 해당 규칙은 최소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베팅에서 승리한 경우 산출 및 지불 방법.

(2) 스포츠 경기 일정이 변경될 경우 베팅에 미치는 영향.

(3) 고객에게 확률 변경을 통지하는 방법.

(4) 도움 요청 또는 민원 접수를 위해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

(5) 스포츠 관리 기관,	 스포츠 리그,	 팀,	 또는 스포츠	
경기와의 관련성으로 인해,	특정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는	
것이 금지된 사람에 대한 안내.

(6) 온라인 스포츠 베팅 계정에 자금을 입금하는 방법.

(7) 명백하게 오류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자가 재량으로 베팅을 무효화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안내와,	 베팅이 무효화되었음을 고객에게	
알리는 방법.

(b) 고객은 다음 두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자로부터 온라인 스포츠 베팅	
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1) 모바일 기기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한 방법.

(2)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자가 계정을 제공하는 경우,	
부서가 승인한 장소에서 직접 설정하는 방법.

(c) 고객은 각 온라인 스포츠 베팅 플랫폼에 두 개 이상의	
계정을 등록할 수 없다.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자는	
상업적으로 합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고객 한 사람에게	
플랫폼당 하나의 계정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d)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자는 계정 소유자가 모바일	
장치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스포츠 베팅 계정에	

화면에 책임 사행산업 전용 링크를 게재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다:

(1) 베팅 활동에 자발적으로 자기 억제를 가하기	
위한 도구.

(2) "본인 또는 지인이 도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1-800-GAMBLER로 연락하십시오."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눈에 잘 띄는 메시지.

(3) 책임 사행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관련	
단체의 링크.

(d)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자는 고용인에게 상업적으로	
합당한 교육을 제공하는 등 책임감 있는 사행산업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문제의 징후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여야 한다.

19754. 베팅 행위에 대한 자발적 제한

(a)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자는 개인이 해당 사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스포츠 경기 베팅에 자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상업적으로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 자가 베팅	
제한이 적용된 자가 베팅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b) 부서는 개인이 모든 온라인 베팅 사업자에게 스포츠	
베팅에 자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부서는 스포츠 경기 베팅에 자가 제한이	
적용된 자의 명단을 보관하며,	 모든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자가 해당 명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c) 자가 제한의 적용 이전에 개인이 한 모든 베팅은	
정산이 허용되며,	이를 취소하지 않아도 된다.

19755.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자 광고

(a)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자는 다음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상업적 및 기술적으로 합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마케팅	
및 광고에서 스포츠 경기 베팅에 자가 제한된 자를	
의도적으로 겨냥하지 않도록 한다.

(2) 상업적으로 합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온라인 스포츠	
베팅에 대한 광고가 다음 사항에 준수되도록 한다:

(A) 의도적으로 미성년자,	베팅할 수 없는 기타 개인 또는	
자가 제한이 적용된 자를 겨냥하지 않을 것.

(B)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자의 신원을 공개할 것.

(C) 문제 사행산업과 관련된 자료에 대한 정보 또는	
링크를 제공할 것.

(D)	합리적인 소비자에 대해 거짓,	오도 또는 기만하지 않을 것.

(E) 무료 또는 프로모션 크레딧 제공의 중요 조건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공개할 것.	온라인 광고에 해당 광고의	
시청자가 중요 조건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를	
포함함으로써 본 항을 충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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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스포츠 베팅을 제공,	관리 또는 운영할 수 있는	
인가를 받은 미국의 다른 주 또는 지역과의 유사한	
메커니즘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아니 한다.

(d) 캘리포니아주 및 미국 내 하나 이상의 다른 주 또는	
영토에서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스포츠 베팅을 제공할 수	
있는 인가를 받은 온라인 스포츠 베팅 공급업체는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자를 대신하여 본 절에 명시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e)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자 또는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자를 대리하는 온라인 스포츠 베팅 공급자는 유동성	
공동 기금에 등록된 업체에 지불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제3조.	스포츠 무결성의 보호

19758. 스포츠 경기의 무결성 유지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자는 상업적으로 합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다음 사항을 모두 수행하여야 한다.

(a)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자의 사업 관리자,	임원,	주요	
소유권자 및 직원 및 해당인과 같은 가구에 거주하는	
친족이 해당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자와 베팅하는 것을	
금지한다.

(b) (1)	스포츠 리그의 권한에 의거하여 선수,	코치,	심판,	
팀의 주요 소유권자,	 스포츠 리그 회원 및 선수 또는	
심판을 대표하는 노조의 공무원이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는	
것을 금지한다.

(2) 본 관에 의거하여 특정 스포츠 경기에 베팅할 수 없는	
자를 정함에 있어,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자는 전적으로	
그리고 배타적으로 스포츠 리그가 부서에 제공할 수 있는	
명단에 따라야 한다.	 부서는 해당 명단을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c)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자가 보유한 비공개 기밀	
베팅 정보에 접근 권한이 있는 공지된 자가 해당 사업자와	
베팅하는 것을 금지한다.

(d) (1) 무단 접근 및 유포로부터 베팅 데이터,	 고객	
데이터 및 기타 기밀 정보의 보안을 유지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장의 어떤 조항도 인터넷	
또는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및 정보 호스팅 사용,	법률	
또는 법원 명령에 따라 요구되는 데이터 또는 정보 공개를	
금하지 아니 한다.

(e)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자는 고용 기간 동안 신원	
조회를 받지 않은 직원을 대상으로 신원 조회를 실시한다.	
부패 또는 스포츠 이벤트 조작 및 조직 범죄와 관련된 모든	

자금을 입금하고 인출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허용되는 자금 입금 및 인출 방법은 신용 카드,	직불 카드,	
기프트 카드,	재충전 가능한 선불 카드,	무료 및 프로모션	
크레딧,	 자동화 교환소를 통한 이체,	 송금을 지원하는	
온라인 및 모바일 결제 시스템 및 전자 송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부서는 인가 장소의 현금 입금 및	
안전한 암호 화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추가	
자금 입금 및 인출 방법을 승인할 수 있다.

(e) 각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자는 상업적으로 합당한	
지리적 위치 및 가상 울타리 기술을 사용하여,	베팅 신청	
시 원주민 구역 외 캘리포니아주 내에 소재하는 고객에	
한하여 베팅을 수락할 수 있도록 한다.

(f) 각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자는 온라인 스포츠 베팅과	
관련된 사용 가능 크레딧,	 포인트 스프리드,	 승률 또는	
기타 정보를 결정하고 표시하여야 한다.	 부서는 해당	
크레딧,	 포인트 스프리드 또는 승률이 결정되는 방식을	
명시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	
한다.	 부서는 최소 또는 최대 홀드 비율을 설정하거나	
요구하지 아니 한다.

(g) (1)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자는 캘리포니아주 내에	
있거나 부서와 연방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지역에 컴퓨터	
서버 또는 베팅 요청을 수신하고 물리적으로 원주민 구역	
외 캘리포니아주 내에 있는 고객의 스포츠 경기 베팅에	
대한 수락 확인을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서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2) 본 장에 따라 인가 받은 모든 베팅은 베팅자에 의해	
시작되거나,	 이루어지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요청되어야 하며,	 해당 베팅자는 원주민 구역 외	
캘리포니아주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3)	이 장에 따라 허가된 캘리포니아주 내 합법적인 베팅과	
관련한 전자 데이터의 중간 라우팅은 데이터의 위치 또는	
베팅이 시작,	 전송,	 수신 또는 기타 방식으로 이루어진	
베팅자의 소재지를 결정하지 아니 한다.

19757. 위험 관리

(a) 캘리포니아주 및 미국 내 하나 이상의 다른 주 또는	
영토에서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스포츠 베팅을 제공할 수	
있는 인가를 받은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자는 해당 모든	
주 및 지역에서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b)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자는 온라인 스포츠 베팅의	
제공,	관리 또는 운영 시 손실을 상쇄하거나 위험을 관리	
또는 배제하는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c) (b)관에 명시된 시스템에는 자금 유동성 공동 기금 및	
거래소,	 또는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자가 직접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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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의 보호된 스포츠 경기의 진실성 또는 지각된 진실성을	
위태롭게 한다고 믿는다면,	 부서에서 규정하는 형식으로	
부서에 스포츠 관리 기관의 보호된 스포츠 경기에 관한	
규제,	 제한,	 또는 온라인 스포츠 도박의 특정 유형,	 형태	
또는 범주의 제외에 대하여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b)	부서는 온라인 스포츠 도박 운영자들에게 본 절에 따라	
규정된 모든 요청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수령한	
모든 의견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졌다면,	 부서는	
스포츠 도박의 유형,	형태,	또는 범주가 기구 또는 기구의	
스포츠 경기의 진실성 또는 지각된 진실성을 위태롭게 할	
것 같다는 요청자의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 그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

(c)	 (1)	부서는 해당 경기가 시작되기 전,	또는 경기 시작	
전에 응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요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보호된 스포츠 경기에 관한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

(2)	 부서가 요청자가 자신의 요청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들어 성공적으로 설득했다고 판단한다면,	 부서는 요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보류한 후에 스포츠 관리 기관의 요청을	
잠정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부서가 잠정적으로 요청을	
승인하지 않는 한,	 온라인 스포츠 도박 운영자는 스포츠	
도박을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고 부서에 의한 최종 결정이	
보류 중인 보호된 스포츠 경기에 대해 베팅을 받을	
수		있다.

19760.	도박의 기록

(a)	온라인 스포츠 도박 운영자는 도박자에 대한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	 도박의 양과 종류,	 도박이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	 해당되는 경우 인터넷 프로토콜	 (IP)	 주소,	 도박의	
결과,	 비정상적 도박 활동의 기록을 포함한 스포츠 경기	
시작 후	3년 동안의 모든 도박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거래가 영상으로 기록되었다면,	 스포츠 경기	
시작일로부터 최소	 1년 동안은 해당 영상 기록물을	
유지하여야 한다.	온라인 스포츠 도박 운영자들은 부서의	
요청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사에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b)	온라인 스포츠 도박 운영자는 도박자에 관한 개인 식별	
불가능한 정보,	도박의 양과 종류,	도박이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	 해당되는 경우 인터넷 프로토콜	 (IP)	 주소,	 도박의	
결과,	비정상적인 도박 활동의 기록을 실시간으로 유지하기	
위해 계정 수준에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부서는 부서의 규칙이 요구하는 형식과 방법으로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본 관에서는 온라인 스포츠	
도박 운영자에게,	 사생활 및 개인 식별 정보에 대한 법과	
규칙을 제한 없이 포함한,	연방 정부,	주 또는 지방 법이나	
규제에 의해 금지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혐의 또는 유죄 판결을 포함하여 범죄 이력을 조사하기	
위한 신원 조회가 이루어져야 한다.

19759. 비정상 베팅 및 기타 수상한 행위

(a) 본 부서는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스포츠 경기 또는	
기타 경기의 베팅 결과를 훼손하는 비정상적인 베팅 행위,	
승부 조작 및 기타 행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거나 담당	
부서를 지원해야 할 주된 책임이 있다.

(b) 부서 및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자는 상업적으로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 스포츠 관리 기관 또는 법 집행	
기관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는	
상업적으로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 베팅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주선하는 것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아니 한다.

(c) (1)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자는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다음과 관련된 정보를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A) 사업과 관련하여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자에 대하여	
개시된 캘리포니아주,	미국 내 다른 주 내지는 지역 또는	
미국의 형사 또는 징계 절차.

(B) 스포츠 경기 또는 기타 경기의 무결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낼 수 있는 비정상적인 베팅 행위 또는 패턴.

(C) 승부 조작을 포함한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스포츠	
경기 또는 기타 경기의 베팅 결과를 훼손하는 기타 행위.

(D) 사업자가 알게 된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베팅 행위	
해당 행위에는 불법 활동에서 파생된 자금의 사용,	 불법	
활동에서 파생된 자금의 은닉 또는 세탁을 위한 베팅,	
대리인을 통한 베팅,	또는 허위 신원 확인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본 조항의 어떤 내용도 연방법에 따라	
기밀로 간주되는 의심스러운 행위에 대한 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하지 아니 한다.

(2)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자는 본 관에 기술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고안된 상업적으로 합당한 내부 통제	
수단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제(1)항 제(B)호 및 제(C)호에 명시된 정보는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자가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스포츠 관리 기관 및 부서에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d) 부서 및 온라인 스포츠 베팅 운영자는	 (c)관 제(1)항	
(B)호 및	(C)호 명시된 행위를 조사 또는 방지하기 위하여	
스포츠 관련 단체가 제공하는 정보의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단,	 스포츠 관리 기관의 동의를 받거나 주법,	 부서	
또는 법원 명령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9759.5.	스포츠 관리 기관의 베팅 제한 요청

(a)	 스포츠 관리 기관은 보호된 스포츠 경기에 관하여	
온라인 스포츠 도박의 유형,	형태,	또는 범주가 기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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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스포츠 도박 운영자가 적어도	3영업일 이전에	
요청한다면,	부서는 해당 요청에 따라 스포츠 경기,	스포츠	
리그,	또는 도박에 대한 베팅을 제공 또는 수락하는 다음	
기회가 오기 전에 결정을 내리기 위한 선의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요청이 승인되면,	스포츠 경기,	스포츠 리그,	
또는 도박은 지체 없이 목록에 추가되어	 (a)관	 제(1)항에	
따라 유지되어야 한다.

(3)	 부서가 온라인 스포츠 도박 운영자에게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결정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다음의	
사항을 모두 적용하여야 한다:

(A)	온라인 스포츠 도박 운영자는	5영업일이 지난 이후의	
스포츠 경기,	스포츠 리그,	또는 도박에서 베팅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B)	 부서는 스포츠 경기,	 스포츠 리그,	 또는 도박을 지체	
없이 목록에 추가하여	 (a)관 제(1)항에 따라	
유지하여야 한다.

(e)	스포츠 경기 또는 스포츠 리그가 이 절에 따라 부서에	
의해 일반적으로 승인되면,	온라인 스포츠 도박 운영자는	
스포츠 리그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베팅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온라인 스포츠 도박 운영자

19762.	온라인 스포츠 도박 승인

(a)	온라인 스포츠 도박은 이 장과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IV
조 제19.5절에 부합하도록 이 주에서 제공되고,	
시행되거나 운영되는 것으로 승인된다.

(b)	 온라인 스포츠 도박은 부서에서 도박 원주민과 운영	
합의를 체결한 온라인 스포츠 도박 플랫폼 공급자인 도박	
원주민 또는 도박 원주민과 시장 접근 계약을 체결한	
자격을 갖춘 도박 기관을 대상으로 발급한 온라인 스포츠	
도박 운영자 면허에 따라 이 주에서 제공,	 시행,	 또는	
운영되어야 한다.

(c)	 본 장과 부서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취득한 모든	
필요한 면허 또는 임시 면허가 없는 사람은 주에서 온라인	
스포츠 도박에 관한 어떤 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다.

(d)	 본 장에 따라 발급된 온라인 스포츠 도박 운영자	
면허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도박이 이루어지거나 개시되는	
때에 물리적으로 원주민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는 베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19763.	온라인 스포츠 도박 운영자 면허

(a)	각 온라인 스포츠 도박 운영자는 이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c)	 스포츠 관리 기관이 진실성을 감시하는 데 필요하며	
특히 그러한 데이터를 해당 기구의 스포츠 경기에 대한	
진실성을 모니터링할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부서에	
대변하는 해당 기관의 스포츠 경기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도박에 대하여	(a)관에 기술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부서에	
알렸다면,	온라인 스포츠 도박 운영자는 스포츠 관리 기관	
또는 피지명인(들)과 온라인 스포츠 도박 운영자가 해당	
스포츠 관리 기관의 스포츠 경기에 대한 도박에 관하여	(b)
관에 따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와 동일한 정보를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빈도,	 형태 및 방법으로 공유해야	
한다.	스포츠 관리 기관 및 피지명인은 진실성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본 절에 의해서 취득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상업 및 기타 목적을 위해서는 본 절에 의해서 취득한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	본 절에서는 온라인 스포츠 도박	
운영자에게,	사생활 및 개인 식별 정보에 대한 법과 규칙을	
제한 없이 포함한,	연방 정부,	주 또는 지방 법이나 규제에	
의해 금지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19761.	허용되는 온라인 스포츠 도박 및 경기

(a)	 (1)	 부서는 스포츠 경기,	 스포츠 리그,	 이 장에 따라	
승인된 온라인 스포츠 도박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목록을 실시간으로 유지해야 한다.

(2)	 온라인 스포츠 도박 운영자는 스포츠 경기,	 스포츠	
리그,	 그리고 목록에 표기된 도박에 대하여 베팅을	
받을		수 있다.

(3)	온라인 스포츠 도박 운영자는 추가적인 스포츠 이벤트,	
스포츠 리그,	또는 도박을 본 절에 따라 유지되는 목록에	
추가하기 위해 부서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b)	부서는 제출받은 요청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때	(a)관	
제(3)항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스포츠 경기 또는 도박의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지		여부.

(2)	스포츠 경기의 결과가 도박의 영향을 받는지 여부.

(3)	 스포츠 경기가 적용되는 모든 법에 따라	
진행되는지 여부.

(c)	 도박은 스포츠 경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되거나 허가되어서는 아니된다:

(1)	부상 또는 패널티가 발생한 경우.

(2)	선수 징계 결정의 결과인 경우.

(3)	비디오 판독의 결과인 경우.

(d)	(1)	부서는	(a)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5
영업일 이내에 해당 요청을 승인 또는 거부하여야 한다.

상정된 법안 내용 발의안 27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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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 신청자가 적절한 자본과 재정적 능력을 갖추어	
금융 계약이나 기타 계약상 의무에 따라 부담하는 담보부	
채무와 무담보부 부채를 책임 있게 지불할 수 있는지 여부.

(2)	운영 신청자가 캘리포니아주,	미국의 다른 주나 지역,	
또는 미국의 스포츠 베팅 면허 요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운영 신청자에 대해 권한이 있는	
정부 기관이 중요한 시행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3)	 운영 신청자 또는 운영 신청자의 핵심 인물이	
캘리포니아주,	미국의 다른 주나 지역,	또는 미국의 법률에	
따른 경범죄 또는 중범죄에 관해 입건,	 기소,	 체포,	
유죄판결,	유죄인정 또는 불항쟁 답변,	또는 보석금 몰수를	
당했는지 여부(교통 위반 제외).

(4)	 운영 신청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했거나 그에 대해	
파산절차가 신청되었는지 여부,	혹은 채무의 변제를 조정,	
연기,	 보류 또는 기타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 여부

(5)	운영 신청자가 캘리포니아 주,	미국의 다른 주나 지역,	
또는 미국의 규제 요건을 심각히 위반했던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운영자 신청자에 대해 권한이 있는 정부 기관이	
중요한 시행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e) 부서의 승인을 받아	 (f)관에 따른 초기 면허 비용을	
지불하면,	 부서는 온라인 스포츠 베팅 운영자 면허를	
발급하며 이는 발급일로부터	5년 후에 만료된다.

(f)	 부서로부터 온라인 스포츠 베팅 운영자 면허 승인을	
통보받은 운영 신청자는 면허 발급 전에 다음과 같은 초기	
면허 비용을 부서에 납부해야 한다:

(1)	원주민 운영자 면허 또는 온라인 스포츠 베팅 플랫폼	
제공자 운영 면허의 초기 비용은 일천만 달러
($10,000,000)이다.

(2)	자격을 갖춘 도박 업체 면허의 초기 비용은 일억 달러
($100,000,000)이다.

(g)	운영 신청의 일부로서,	부서는 제7조(제19774절 이하)
에 따라 운영 신청자의 특정 주요 인사의 신청을 확인하고	
요구할 수 있다.

(h) (1) 온라인 스포츠 베팅 운영자 면허는 면허	
보유자에게 하나의 온라인 스포츠 베팅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이는	 (i)관 제(2)호에 명시된	
브랜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A) 온라인 스포츠 베팅 운영자 면허를 소지한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온라인 스포츠 베팅 플랫폼	
제공자로 행위할 수 있다:

(b)	 (1)	 온라인 스포츠 도박 운영자 면허는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A)	 도박 원주민	 ("원주민 신청").	 원주민 신청에서,	 도박	
원주민이 운영자 신청인이 된다.	신청이 승인되면,	온라인	
스포츠 도박 운영자 면허스가 도박 원주민에 발급되어야	
한다	("원주민 운영자 면허").

(B)	자격을 갖춘 도박 기관을 통해서	("자격을 갖춘 도박	
기관 신청").	 자격을 갖춘 도박 기관 신청에서,	 운영자	
신청인은 자격을 갖춘 도박 기관이어야 한다.	 신청이	
승인되면,	온라인 스포츠 도박 운영자 면허가 자격을 갖춘	
도박 기관에 발급되어야 한다	 ("자격을 갖춘 도박 기관	
운영자 면허").

(C)	온라인 스포츠 베팅 플랫폼 제공자의 신청에 따른 경우
(이하	 '온라인 스포츠 베팅 플랫폼 제공자 신청')	 온라인	
스포츠 베팅 플랫폼 제공자 신청에 따라,	 온라인 스포츠	
베팅 플랫폼 제공자는 운영 신청자가 된다.	 신청이	
승인되면,	온라인 스포츠 베팅 플랫폼 제공자에게 온라인	
스포츠 베팅 운영 면허(이하	"온라인 스포츠 베팅 플랫폼	
제공자 운영 면허")가 발급된다.

(2) 도박 원주민,	 자격을 갖춘 도박 업체,	 또는 온라인	
스포츠 베팅 플랫폼 공급자를 제외한 그 누구도 본 절에	
따라 온라인 스포츠 베팅 운영자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3)	본 장의 명시적 요구 사항 외에도,	해당 부서는 원주민	
신청서,	 자격을 갖춘 도박 업체 신청서,	 온라인 스포츠	
베팅 플랫폼 제공자 신청서의 일부로 제출해야 하는 추가	
정보를 정할 수 있다.

(c) (1) 운영 신청자는 일십오만 달러($150,000)의 신청	
수수료와 함께,	 부서에서 규정한 방식으로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A)	 제(1)호의 신청수수료에는 신청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소요되는	2,000시간의 부서 전문인력 근무시간이	
포함된다.

(B)	운영 신청자는 신청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추가 시간을	
총무부 내 인사처 계약직인력부서에서 사용하는 시간당	
인력 서비스 사용 요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서의	
관리대장에 명시된 바에 따라 그 부서에게 배상해야 한다.

(3) 어떤 경우에도,	 이 하위 조항에 따라 운영 신청자가	
지불하는 총 금액은 이십오만 달러($250,000)를 초과할	
수 없다.

(d) 운영 신청자의 온라인 스포츠 베팅 운영자 신청을	
승인할 지 결정하기 위해,	 부서는 운영 신청자에게 다음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다음 정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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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 신청자는 제19763절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운영 신청자는 제19794절	(ag)관 제(1)호 또는 제(2)
호 조건을 만족한다.

(3)	 운영 신청자는 제19763절	 (f)관에 따라 초기 면허	
비용을 지불한다.

(b)	 (1)	 임시 면허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서는	(a)관의 요건을 충족하는 운영 신청자에게 온라인	
스포츠 베팅 운영자 임시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임시	
면허는 발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부서가 제
19763절에 따라 운영자 신청자에게 면허를 발급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일자에 만료된다.

(2) 본 절에 따라 발급된 임시 면허는 제19763절에 따른	
면허 보유자가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에 즉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c)	 부서가 임시 면허의 초기	 2년 기간 이내에	
제19763절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	임시 면허는	2년 단위로 연장되거나	
또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연장된다(그 중 먼저	
도래하는 일자까지).

19765. 온라인 스포츠 베팅 플랫폼 테스트

(a)	 부서가 온라인 스포츠 베팅 플랫폼에 대하여 테스트	
요건을 부과한 경우,	 부서는 새로운 테스트 대신 온라인	
스포츠 베팅 플랫폼에 대한 다음 테스트 결과 중 하나를	
받아들여야 한다.	단,	해당 테스트 결과는 본 조 또는 제6조
(제19771절 이하)에 따라 관련 신청서가 제출된	
날짜로부터	180일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1) 독립적인 시험소가 발행한 충분한 결과(시험소가	
부서,	 미국의 주 또는 지역으로부터 해당 시험을	
수행하도록 승인받은 경우).

(2)	미국의 주 또는 지역에서 발행한 충분한 결과.

(b)	본 절은 온라인 스포츠 베팅 플랫폼 제공자 및 온라인	
스포츠 베팅 제공자를 포함한 온라인 스포츠베팅	
공급자에게 적용한다.

19766.	온라인 스포츠 베팅 운영자 면허의 갱신

(a)	 부서는 온라인 스포츠 베팅 운영자가 본 절에 따라	
면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b) 면허 갱신을 신청할 때,	온라인 스포츠 베팅 운영자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1) 온라인 스포츠 베팅 운영자가 본 장의 요건과 부서의	
규정을 계속하여 충족한다고 입증하는 문서나 정보로서	
부서가 요청할 수 있는 것.

(i)	 온라인 스포츠 베팅 플랫폼 제공자에 대해 제19767
절에서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하였다.

(ii)	자신이 온라인 스포츠 베팅 플랫폼 제공자인 각 도박	
원주민에 대해	 (f)관 제(1)호에 따른 초기 면허 비용을	
지불했다.

(B) 온라인 스포츠 베팅 플랫폼 제공자는	"온라인 스포츠	
베팅 플랫폼 제공자"의 정의에 설명된 서비스를 본 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도박 원주민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i)	 (1)	 (A)	 원주민 운영자 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도박	
원주민은 온라인 스포츠 베팅 플랫폼을 오로지 도박	
원주민 본인의 이름으로,	 또는	 2021년	 7월	 1일이나 그	
이전에 도박 원주민이 된 경우에는	2021년	7월	1일 기준	
도박 원주민이 소유하는 상표로 운영하여야 한다.

(B)	 2021년	 7월	 1일 이후 도박 원주민이 된 경우,	 도박	
원주민은 온라인 스포츠 베팅 플랫폼을 도박 원주민	
본인의 이름으로만 운영한다.

(2) 자격을 갖춘 도박 업체 운영자 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자격을 갖춘 도박 업체는 자신의 재량에 따라 다음 이름 중	
하나로 온라인 스포츠 베팅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다:

(A)	 자격을 갖춘 도박 업체의 이름,	 상호,	 면허 상표	
또는 가명.

(B)	자격을 갖춘 도박 업체 계열사의 이름,	상호,	면허 상표	
또는 가명.

(C)	 자격을 갖춘 도박 업체가 시장 접근 계약을 체결한	
도박 원주민의 이름.

(D) 자격을 갖춘 도박 업체가 시장 접근 계약을 체결한	
원주민이	 2021년	 7월	 1일이나 그 이전에 도박 원주민이	
된 경우	 2021년	 7월	 1일 기준 도박 원주민이	
소유하는 상표.

(E) (A)목부터	(D)목까지 기재된 이름들의 조합.

(3) 온라인 스포츠 베팅 플랫폼 제공자가 온라인 스포츠	
베팅 플랫폼 제공자 운영 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온라인	
스포츠 베팅 플랫폼 제공자는 그가 운영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도박 원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본 관 제(1)호	(A)목 또는	(B)목에 따라 허용된 이름으로만	
온라인 스포츠 베팅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운영을	
촉진하거나,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19764.	온라인 스포츠 베팅 운영자 임시 면허

(a)	 부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운영	
신청자에게 온라인 스포츠 베팅 운영자 임시 면허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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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부서는 온라인 스포츠 베팅 플랫폼 제공자가 사용할	
운영 계약 모델 또는 템플릿을 적용할 수 있다.

19768. 온라인 스포츠 베팅 운영자 신청 처리

(a)	반대되는 내용의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조 또는	
제6조(제19771절 이하)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이와	
함께 제출된 모든 문서,	보고서,	데이터에 독점 정보,	영업	
비밀,	금융 정보 또는 개인 정보가 포함된 경우,	정부 규정	
제목1	 제7목 제3.5장(제6250절 이하)	 또는 후속 법률에	
따라 공개가 면제된다.

(b)	 본 조에 따른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 범죄경력조사가	
필요하고,	해당 개인이 과거	12개월 내에 캘리포니아주나	
미국의 다른 주 또는 지역에서 범죄경력조회를 제출한	
적이 있는 경우,	 그가 전과 기록서에 더해 지난	 12개월	
동안 자신의 전과에 변화가 없음을 진술하는 선언서를	
위증죄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제출한다면,	 해당	
개인은 또 다른 범죄경력조사를 받거나 지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c) 본 조,	 제6조(제19771절 이하)	 및 제7조(제19774절	
이하)에서 정한 수수료는 소비자 물가지수(CPI-U)에 따른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10년마다 조정되어야 한다.	 주	
재무부는 본 관에서 요구하는 조정 사항을 계산하여	
공표해야 한다.

제5조. 온라인 스포츠 베팅에 대한		
캘리포니아주의 관할권

19769. 캘리포니아주가 보유하는 온라인 스포츠 베팅에	
대한 관할권

(a) 도박 원주민이 다음 전부에 대해 비가역적으로	
동의해야 부서는 모든 원주민 운영자의 면허를 발급,	유지,	
갱신한다:

(1) 제19775절 및 그에 대한 모든 수정 조항에 명시된	
추가 요금의 지불.

(2) 제19781절에 따른 본 장의 위반에 대한 벌금과,	본 장	
또는 본 장의 하위 규정에 따라 부과된 기타 모든	
수수료의		지불.

(3) 본 장에 명시된 온라인 스포츠 베팅에 관한 모든	
주법과 본 장에 따라 채택되거나 시행되는 모든 규정,	
규칙,	명령 및 해석을 준수.

(4) 본 장의 집행이라는 목적에 한하여,	 캘리포니아주	
법원과 관할권과 재판적이 있는 기타 적절한 주법원 또는	
연방법원을 관할로 해서 다음 전부를 포함하여 제출:

(A) 캘리포니아주 혹은 부서에 한하여 통치 행위 면책	
특권과 이를 뒷받침하는 기타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

(2) 갱신 신청 수수료 오만 달러($50,000).

(c)	 온라인 스포츠 베팅 운영자가 현행 면허 만료	 60일	
전까지 부서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부서는 현행	
면허 만료 전에 갱신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d)	 갱신 신청한 온라인 스포츠 베팅 운영자가 본 장의	
모든 요건과 부서의 규정을 충족할 수 없다고 입증되지	
않는 한,	 	 부서는 향후	 	 5년 동안의 온라인 스포츠 베팅	
운영자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면허 갱신 시,	온라인 스포츠	
베팅 운영자는 원주민 운영자 면허 또는 온라인 스포츠	
베팅 플랫폼 운영자 면허의 경우 일백만 달러($1,000,000)
의 면허 갱신 수수료를 지불하고,	자격을 갖춘 도박 업체	
운영자 면허의 경우 일천만 달러($10,000,000)를	
지불한다.

19767. 도박 원주민 관련 문서 요구 사항

(a)	본 조에 따라 발급된 면허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스포츠	
베팅을 시행하기 전에,	 자격을 갖춘 도박 업체 운영자	
면허나 온라인 스포츠 베팅 플랫폼 공급자 면허를	
보유하는 자는 면허 보유자와 도박 원주민 간의 협약서	
사본을 다음과 같이 제출해야 한다:

(1) 자격을 갖춘 도박 업체 운영자 면허 보유자는 자격을	
갖춘 도박 업체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스포츠 베팅과 관련하여 자격을 갖춘 도박 업체와 도박	
원주민 간에 체결된 시장 접근 계약을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시장 접근 계약의 내용은 전적으로 계약 당사자들이	
결정된다.

(2) 온라인 스포츠 베팅 플랫폼 제공자 운영 면허	
보유자는 온라인 스포츠 베팅 플랫폼 제공자와 도박	
원주민 사이에 체결된 운영 계약을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운영 계약의 목적은 온라인 스포츠 베팅 플랫폼 제공자와	
그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도박 원주민 간의 권리,	
책임,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다.

(A) 운영 계약은 당사자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부서의 서면 동의 없이 운영	
계약을 중대히 변경할 수 없다.	 운영 계약을 중대히	
변경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부서는 요청 후	 10영업일	
이내에 답변서를 발행해야 한다.

(B)	 운영 계약에서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 온라인 스포츠 베팅 플랫폼을 운영할 이름.

(ii) 도박 원주민과 온라인 스포츠 베팅 플랫폼 제공자	
간의 이익 배분(해당하는 경우).

(iii) 부서에서 요구하는 기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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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 부서로부터 온라인 스포츠 베팅 공급자 면허	
승인을 통보받은 공급자 신청자는 면허 발급 전에 일십만	
달러($100,000)의 초기 면허 비용을 부서에	
납부해야 한다.

(2) 본 절에 따라 발급된 온라인 스포츠 베팅 공급자	
면허는 발급일로부터	5년 동안 유효하다.

(d) 면허를 받은 온라인 스포츠 베팅 운영자는 별도로	
온라인 스포츠 베팅 공급자 면허를 취득할 필요 없이	
온라인 스포츠 베팅 공급자의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19772.	온라인 스포츠 베팅 공급자 임시 면허

(a)	부서는 제19771절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적어도	
두 개의 다른 미국 주 또는 지역에서 온라인 스포츠 베팅을	
위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면허	
또는 이와 유사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급자 신청자에게	
온라인 스포츠 베팅 공급자 임시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b)	 (1)	 임시 면허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서는 자격을 갖춘 공급자 신청자에게 온라인 스포츠	
베팅 공급자 임시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임시 면허는	
발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부서가	19771절에	
따라 공급자 신청자에게 면허를 발급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일자에 만료된다.

(2) 본 절에 따라 발급된 임시 면허는	 19771절에 따른	
면허 보유자가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에 즉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c)	부서가 임시 면허의 초기	2년 기간 이내에	19771절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	 임시 면허는	 2년 단위로 연장되거나 또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연장된다(그 중 먼저 도래하는	
일자까지).

19773.	온라인 스포츠 베팅 공급자 면허의 갱신

(a)	부서는 면허를 받은 온라인 스포츠 베팅 공급자가 본	
절에 따라 면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b) 면허 갱신을 신청할 때,	온라인 스포츠 베팅 공급자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1) 온라인 스포츠 베팅 공급자가 본 장의 요건과 부서의	
규정을 계속하여 충족한다고 입증하는 문서나 정보로서	
부서가 요청할 수 있는 것.

(2) 갱신 신청 수수료 일만 달러($10,000).

(c)	 온라인 스포츠 베팅 공급자가 현행 면허 만료	 60일	
전까지 부서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부서는 현행	
면허 만료 전에 갱신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B) (1)호의 추가 요금 납부,	(2)호의 벌금 및 수수료 납부,	
(3)호의 법률,	 규정,	 규칙,	 명령,	 해석의 준수라는 목적에	
한하여,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주 법원의 부서 및	
관할권과 재판적이 있는 기타 적절한 주법원 또는 연방	
법원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하고 그로 인한 판결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데 동의.

(C) 원주민 구제수단의 권리 소진에 대한 명시적 포기.

(5)	 부서를 관할로 하여 제출.	 이는 미성년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박 원주민의 온라인 스포츠 베팅 운영 및	
기록에 대한 검사 및 감사,	스포츠 무결성 보호,	제19775
절에 따른 추가 요금의 완전하고 정확한 지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 부서는 도박 원주민이 본 절을 준수하지 않는 한	
원주민 운영자 면허를 발급하거나 갱신하지 않는다.

19770. 도박 원주민에 대한 주 관할권의 제한

(a) 본 장의 반대되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도박 원주민과	
관련하여 본 장은 캘리포니아주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만	
원주민 구역 이외의 지역에 있는 자들이 하는 온라인	
스포츠 베팅만을 규제한다.

(b)	본 장은 베팅이 이루어지거나 시작될 때 원주민 구역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하는 베팅으로 캘리포니아주	
관할권을 확장하지 않는다.

(c) 본 장은 연방정부가 인정한 원주민 부족의 기타 도박	
운영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관할권 또는 규제 권한을	
창설하거나 확장하지 않는다.

제6조. 온라인 스포츠 베팅 공급자

19771.	온라인 스포츠 베팅 공급자 면허

(a) 온라인 스포츠 베팅 공급자는 본 조에 따라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b) (1) 공급자 신청자는 이만오천 달러($25,000)의 신청	
수수료와 함께,	부서에서 규정한 방식으로 부서에 온라인	
스포츠 베팅 공급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A)	 (1)호의 신청수수료에는 신청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소요되는	 333시간의 부서 전문인력 근무시간이	
포함된다.

(B)	 공급자 신청자는 신청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추가	
시간을 총무부 내 인사처 계약직인력부서에서 사용하는	
시간당 인력 서비스 사용 요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서의	
관리대장에 명시된 바에 따라 그 부서에게 배상해야 한다.

(3) 어떤 경우에도,	 본 관에 따라 공급자 신청자가	
지불하는 총 금액은 사만 달러($40,00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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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제(1)호의 신청수수료에는 신청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소요되는	 100시간의 부서 전문인력 근무시간이	
포함된다.

(B)	주요 인물 신청자는 신청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추가	
시간을 총무부 내 인사처 계약직인력부서에서 사용하는	
시간당 인력 서비스 사용 요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서의	
관리대장에 명시된 바에 따라 그 부서에게 배상해야 한다.

(3) 어떤 경우에도,	 본 관에 따라 주요 인물 신청자가	
지불하는 총 금액은 일만 달러($10,000)를 초과할	
수		없다.

(f) 주요 인물 면허의 발급에 앞서,	주요 인물은 칠백오십	
달러($750)의 면허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g) 주요 인물 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부서는 오백 달러($500)	 이하의 갱신 신청 수수료와	
칠백오십 달러($750)	이하의 갱신 면허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h) 부서는 주요 인물이 아닌 자의 면허를 요구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요 인물이 아닌 자의	
범죄경력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온라인 스포츠 베팅 추가 요금

19775. 온라인 스포츠 베팅 운영자 추가 요금

(a) 각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자에게는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온라인 스포츠 베팅의 제공,	 관리,	
운영으로 발생한 온라인 스포츠 베팅 조정 총과세 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본 절에 따라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가산금을 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생주의 회계처리를 사용한다.

(b) (1) 본 절에 따라 부과된 가산금은 부서에 온라인	
스포츠 베팅 조정 총과세 소득을 수령한 달의 다음 달 말일	
또는 그 이전까지 월부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자는 본 부서에서 지정한	
양식에 따라 전자통신으로 이전 달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달 말일 또는 그 이전까지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스포츠 베팅 사업자의 총 수입액 및 당월 온라인	
스포츠 베팅의 제공,	관리 또는 운영을 통한 수입액의 조정	
총과세 소득.

(B)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자의 지불 책임이 있는	
가산금 액수.

(C) 부서에서 요구하는 온라인 스포츠 베팅 수입액의 조정	
총과세 소득 계산 및 징수에 필요한 모든 부가 정보.

(d) 갱신 신청한 온라인 스포츠 베팅 공급자가 본 장의	
모든 요건과 부서의 규정을 충족할 수 없다고 입증되지	
않은 한,	 부서는 향후	 5년 동안의 온라인 스포츠 베팅	
공급자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면허 갱신 시 온라인 스포츠	
베팅 공급자는 오만 달러($50,000)의 면허 갱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제7조. 온라인 스포츠 베팅 주요 인물

19774. 주요 인물 면허

(a) (1) 부서는 온라인 스포츠 베팅 운영자,	 운영자	
신청자,	온라인 스포츠 베팅 공급자,	공급자 신청자의 주요	
인물에게 본 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면허를	
취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주요 인물이 본 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부서는 가능한 한 미국의 다른 주 및 지역에서	
사용하는 다중관할 면허 양식을 활용해야 한다.	 이사는	
사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다중관할 면허 양식에 관해	
위원회로부터 조언을 받아야 한다.

(b) (1)	주요 인물이 온라인 스포츠 베팅이 합법인 미국의	
다른 주 또는 지역에서 발급한 유사 면허 또는 유사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서는 해당 주요 인물에게 임시 주요	
인물 면허를 발급해야 하며,	 이는 다른 주체에 면허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요 인물의 적합성을 포괄적으로	
충분히 검토했지만 정식 면허 또는 유사한 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의 인증을 포함한다.

(2) (A) 부서는 제(1)호에 설명된 유사 면허 또는 유사	
인증이 본 조에 따른 주요 인물 면허 취득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부서가 미국의	
다른 주 또는 지역에서 발급된 유사한 면허 또는 유사한	
인증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그 거부 사유를 면허를	
받으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B) 부서가 유사한 면허 또는 유사한 인증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부서의 결정에 대해	
법무장관에게 항소할 수 있다.

(c) (b)관에 따라 임시 주요 인물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	 부서는 범죄경력조사를 충분히 마친 후 임시	
주요 인물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d) 부서는 온라인 스포츠 베팅 운영자 면허,	 온라인	
스포츠 베팅 공급자 면허 또는 이러한 면허의 임시 버전을	
발급할 수 있지만,	 주요 인물 면허 신청은 아직 보류	
중이며 검토 중이다.

(e) (1) 부서는 최대 이천사백 달러($2,400)의 주요 인물	
신청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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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관에 명시된 공제액은	 1회 이상	 (b)관에 따른	
월부금에 적용될 수 있으며,	총 공제액은 제(1)항 및 제(2)
항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 다음 각 항은 부서에서 즉시 감사관에 전달하여 해당	
기금에 예치하여야 한다:

(1) 본 절에 따라 부과된 가산금 징수액.

(2) 제19763절	 (c)관 및	 (f)관,	 19766절	 (b)관 및	 (d)관,	
19771절	(b)관 및	(c)관,	19773절	(b)관 및	(d)관에 따라	
요구되는 수수료 및 비용.

(3) 제19774절에 따라 납부된 모든 금액.

(f) 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자는 본 절에 의해 부과된 가산금의 정확한 산출 및	
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서가 인가한 공인회계 독립	
회사를 통해 연간 감사를 실시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19776. 불법 또는 비과세 온라인 스포츠 베팅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 베팅에 대한 가산금

(a) (1) 베팅자가 실질적으로 원주민 구역 외	
캘리포니아주에 소재하고 있는 동안에는 불법 또는 비과세	
온라인 스포츠 베팅 플랫폼에서 또는 이를 통해 베팅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권세가 부과된다.	 세금은 불법 또는	
비과세 온라인 스포츠 베팅 플랫폼에서 또는 이를 통해	
베팅한 금액(달러)의	15퍼센트를 부과한다.

(2) 캘리포니아주 주민은 본 절에 의해 부과된 세금의	
성격을,	해당 사건과 그 자연적 및 법적 효력에 근거하여,	
불법 또는 비과세 온라인 스포츠 베팅 플랫폼의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 대한 의무가 아닌 베팅을 하거나 또는	
하려할 때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소재하고 있는 곳에서	
베팅 하는 자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임을 선언한다.

(b) 부서는 본 절의 이행 및 실시에 필요하거나 알맞은	
모든 규정을 채택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다음 각 항을 모두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 불법 또는 비과세 온라인 스포츠 베팅 플랫폼에서	
또는 이를 통해 베팅에 참여하는 자가 베팅 하기 전에	
부서에 등록할 것을 요구.

(2) 불법 또는 비과세 온라인 스포츠 베팅 플랫폼의	
소유자,	사업자 또는 대행자에게 불법 또는 비과세 온라인	
스포츠 베팅 플랫폼에서 또는 이를 통해 베팅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실질적으로 원주민 구역 외	
캘리포니아주에 소재하는 동안 공개하도록 요구.

(3) (A) 제(2)항에 따라 베팅자의 이름 공개를 거부하는	
불법 또는 비과세 온라인 스포츠 베팅 플랫폼의 소유자,	
사업자,	동업자 또는 대행자를 대상으로,	베팅자의 이름을	
공개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모든 법적 조치.

(3) 납부기한이 도래한 가산금은 해당 보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전자자금이체로 송금하여야 한다.

(c) (1)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자의 한 달간 조정 총과세	
소득은 베팅을 통해 발생한 사업자 총 수입액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 보다 적은 경우 음수이다:

(A)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자의 플랫폼에서 베팅한	
참여자에게 지급된 총 상금.

(B) 무효 처리된 베팅의 총 금액.

(C) 연방법에 따라 납부한 총 소비세.

(D) 베팅 참여자에게 상품으로 지급된 모든 물품 또는	
재산의 가치.

(2) (A) 제(1)항에 명시된 공식을 적용하였을 때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자의 한 달 조정 총과세 소득이 음수인	
경우,	 부서는 사업자가 음수로 표시된 금액을	 12개월	
이내로 이월하고,	 이를 당월 가산금 부담액에서 공제	
하여야 한다.	부서는 음수로 표시된 금액을	12개월 이내에	
여러 달에 걸쳐 분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B) 조정 총소득 중 음수로 표시된 금액은 이전 달로	
소급할 수 없으며,	 이미 부서에 납부한 금액은 상환되지	
아니한다.	단,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자가 면허 및 해당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자의 마지막 보고서 상 보고된	
음수 금액의 공제분을 반영한 총 온라인 스포츠 베팅 조정	
총소득을 포기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d) (1) (A) 제19763절	(f)관에 따라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자는 온라인 베팅 사업자 최초 면허 또는 임시 면허를	
최초 발급받은 후 첫	 5년간	 (a)관에 명시된 가산금에서	
최초 면허 수수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B)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자가 면허를 갱신하는 경우,	
최초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자 면허 또는 임시 면허 발급	
후 첫	5년간 적용되지 않은 총 공제액은 공제액이 소진될	
때까지	6년차 및 그 이후도 계속 이월될 수 있다.

(2) (A) 제19766절	 (d)관에 따라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자는 온라인 베팅 사업자 면허를 갱신한 후	5년간	(a)
관에 명시된 가산금에서 갱신한 면허 수수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모든 공제액을 적용 받을 수 있다.

(B)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자가 면허를 두 번 이상	
갱신하는 경우,	이전 온라인 베팅 사업자 면허를 갱신한 후	
첫	 5년간 적용되지 않은 총 공제액은 공제액이 소진될	
때까지	6년차 및 그 이후도 계속 이월될 수 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본 관에 따라 적용된 공제액은 당해	
부과된 가산금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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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법무장관이 해당 본부의 책임자를 임명하며,	 해당	
책임자는 직무 수행 시 부서를 지휘한다.	부서의 책임자는	
법무장관의 뜻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d) 법무장관은 관련 공무원 법률에 따라 본 장 및 시행	
규정에 설명된 바와 같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직원을 부서에 보유,	 임명,	 또는 배정한다.	 법무장관은	
부서가 직무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직원의 수와 자격에	
관하여 부서의 책임자와 협의한다.	부서는 직원이 제공할	
수 없는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9778. 부서의 권한

(a) 부서는 본 장을 시행하고 원주민 구역 외	
캘리포니아주에서 온라인 스포츠 베팅의 제공,	 관리,	
운영을 감독할 수 있는 독점적 영향력,	 권한,	 관할권을	
가진다.

(b) 부서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무장관실 및 법무부의 모든	
권한을 발휘한다.

(2) 본 장의 목적 및 조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채택,	개정,	폐지한다.

(3) 규정 또는 비상 규정을 발의,	채택,	수정 또는 폐지하기	
전에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서면 의견을 받는다.

(4) 온라인 스포츠 베팅이 합법적으로 행해지는 미국의	
다른 주 또는 지역에서 채택된 규정을 검토하고 가능한 한	
유사한 규제 체계를 채택한다.	부서는 미국의 다른 주 또는	
지역의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검토함에 있어 위원회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5) Sacramento에 업무 처리를 위한 사무실을 설치 및	
유지한다.

(c) (1) 규정을 채택,	개정,	폐지할 수 있는 부서의 전권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

(A) 단일 또는 일련의 스포츠 경기에 대한 베팅을 수락.

(B) 보관하여야 할 기록의 유형.

(C) 베팅에 참여하는 자의 보호.

(D) 사회적 책임의 증진,	 책임감 있는 게임 및 온라인	
스포츠 베팅 플랫폼 상에 다음의 설명 또는 이와 유사한	
메시지 게재	 “본인 또는 지인이 도박 문제를 겪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경우	1-800-GAMBLER로 연락하십시오.”

(2)	 제(1)항은 단순히 부서의 규제 권한을 일부 기술한	
것에 불과하다.	 제(1)항의 어떠한 내용도 부서의 권한에	
대한 제한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B) 여기에는 원주민 구역을 제외한 캘리포니아 내 모든	
지역에서 불법 또는 비과세 온라인 스포츠 베팅 플랫폼의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4) 세금 관리 및 징수를 지원받기 위한 목적으로 세무 및	
수수료 관리부와의 계약.

(5) 납부 기한 설정 및 징수.	부서는 베팅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시점,	 또는 일별,	 주별,	 월별,	 분기별,	 반기별 또는	
연간 단위로,	또는 이를 조합하여 세금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6) 이미 알려진 불법 또는 비과세 온라인 스포츠 베팅	
플랫폼의 목록을 게시.

(c) 기타 벌금과 더불어 부서에서 채택한 규정에 따라 본	
절로 부과한 세금이 미납된 경우 매일 민사 처벌로 일천	
달러($1,000)가 부과된다.	 본 관으로 인하여 발생한	
벌금의 징수액은 기금에 예치한다.

(d) 본 절에 의해 부과된 세금은 기금에 예치한다.

(e) 베팅 종류에 관계 없이 베팅을 하는 자가 베팅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시점에 실질적으로 원주민 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적용되거나 부과되지 아니 한다.

(f) 본 절에서	 “불법 또는 면세 온라인 스포츠 베팅	
플랫폼”이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19775절에 의해 부과된 가산금을 면제 받은 자가	
소유하는 경우.

(2) 부서의 관할권 및 규제권을 따르지 않은 자가 소유	
또는 운영하는 경우.

(3) 원주민 구역 외 캘리포니아주에서 온라인 스포츠	
베팅의 제공,	관리,	또는 운영을 위해 본 장에서 요구하는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경우.

제9조. 온라인 스포츠 베팅 관리 부서

19777. 온라인 스포츠 베팅 관리 부서 설치

(a) 정부 규정제목2	 제3목 제6부(제15000절 이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와 반대되는 내용의	
어떠한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내 온라인 스포츠	
베팅 관리 부서(이하	“부서”)를 설치한다.

(b) 부서는 본 장의 발효일 이후 존속하며,	법무부 장관실	
및 법무부 내 다른 모든 부,	국,	지부,	과 및 조직과 분리·
독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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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은 본 관에 따라 이의 제기된 사항을 독립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19780. 기밀 유지

(a) 부서는 본 장에 의거하여 모든 면허 신청서의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부서는 해당 신청서와 관련하여 취한	
모든 조치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b) 본 장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장에 따라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밀 기록 또는 정보에	
접근 권한이 있는 자는 고의로 기록 또는 정보 또는 그	
일부를 법률상 접근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본 관을 위반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손해 및 징계를 비롯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c) 민법 제1798.24절	 (k)관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부서	
또는 법무장관이 당사자가 아닌 민사 소송에서 부서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강제로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된다.	 단,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달리	
정보를 얻을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본	
절은 다른 이유로 공개를 면하는 개인 정보의 공개를	
허가하지 아니 한다.

(d) 본 장의 관리에 필요하여 부서에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로 인하여 해당 공개를 위해 필요한 사람의 개인 또는	
관계자의 변호사 비밀 유지 특권을 포기하지 아니 한다.

19781. 본 장의 위반 사항에 대한 벌금 및 처벌

(a) 부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본 장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고,	면허소지자에게 보호관찰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부서는 본 장 또는	
본 장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의거하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승인을 얻거나 또는 얻어야 하는 모든 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b) 부서는 본 장의 집행 및 본 장의 위반 사항에 대해	
벌금 및 기타 처벌을 가할 수 있는 유일하고 배타적인	
권한을 가진다.

(c) 본 장의 위반 사항에 대한 최대 벌금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자 또는 온라인 스포츠 베팅	
공급업체.

(A) 위반 행위에	 21세 미만인 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일만오천 달러($15,000).

(B) 기타 모든 위반 행위에 대해 일만 달러($10,000).

(2) 중추 인물:

(A) 위반 행위에	 21세 미만인 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칠천오백 달러($7,500).

(d) 부서는 다음 각 항의 사항에 해당하는 규칙 또는	
규정을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1)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자에게 베팅의 비율,	 특정	
금액 또는 다른 방법으로 표현되는 모든 보유를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2)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자의 총수입 또는 스포츠	
경기별로,	또는 베팅 유형별로 베팅된 금액을 보고하거나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e) 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승인을 거부,	 한정,	
조건 적용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f) 부서는 다른 권한 외에도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증인에게 출석 및 증언을 강요하고,	 선서 및 확언을	
부과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본 장의 준수 여부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장부의	
작성,	 서류,	 기록 또는 그 밖의 부서의 업무수행 또는	
권한행사와 관련된 자료의 생산을 소환장으로 요구한다.

(2)	 본 장의 위반을 제한 또는 중지하기 위하여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변호.

(3) 본 장의 위반 사항에 대한 징계 조치.

(4)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자 또는 온라인 스포츠 베팅	
공급업체의 장비,	비품 및 시스템 검사.

(5) 본 장 또는 본 장에 의해 채택된 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승인을 신청할 것을 요구.	
부서는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승인을 한정,	 조건,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9779. 본부 책임자의 위임 권한

(a) 부서의 관리 및 집행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은 책임자에게 위임된다.	 해당 권한은 다음 각 항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 면허 발급 및 갱신.

(2) 조사,	검사 및 감사의 실시.

(3) 본 장의 위반사항에 대한 민사소송 및 합의.

(4) 베팅의 형태,	스포츠 경기의 유형 및 스포츠 리그의 승인.

(5) 본 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집행을 촉진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요청 및 포기를 승인하고,	문의에 응답하고,	
해석을 제공하고,	 기타 지원자 및 면허소지자가	
합리적으로 요청한 모든 조치를 실시.

(b) 본부 책임자에게 불리한 결정,	거부,	또는 거절을 받은	
신청인 또는 면허소지자는 법무장관에게 해당 불리한	
결정,	 거부,	 또는 거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7

98 | 상정된 법안 내용

상정된 법안 내용 발의안 27 계속

기금으로부터 법무장관에게 최대 삼천만 달러
($30,000,000)의 대출이 이루어진다.

(b) 대출은	5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한다.	입법부는 기금의	
자금을 충당하여 대출금을 상환한다.

(c) 감사관 및 기타 모든 책임이 있는 주 공무원은 본	
절에서 요구하는 대출 실행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 온라인 스포츠 베팅	
독립 자문위원회

19785. 온라인 스포츠 베팅 독립 자문위원회 설치

(a) 본 조항에 따라 부서 내에 온라인 스포츠 베팅	
독립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b) 연방,	주,	원주민 또는 지역 선출직 또는 임명직을 보유한	
개인 및 정당의 간사 또는 간부는 위원회에 임명될 수 없다.

(c) 위원회의 의결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족수는	
9	명이다.

(d)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한다.	 위원장은	
2	 년간 임기를 수행해야 하며,	 재선할 수 있다.	 위원장은	
모든 회의를 주재하며,	해당 위원회 위원들의 모든 권한과	
특권을 가진다.

(e) 위원회는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회	
또는 위원장의 소집으로 정기 및 특별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f) 부서 직원	2명 이상을 정규직으로 배정하여 위원회를	
지원하여야 한다.

19786. 위원회의 구성원

(a) 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1) 주지사는 법률 집행 또는 공공 보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대표자	1명,	일반인 대표자	1명,	사행산업	
운영 원주민 대표자	 1명,	 적격한 사행산업 단체 대표자	
1	명으로 구성된	4명의 위원을 선임한다.	

(2) 하원 의장은 일반인 대표자	1명,	사행산업 운영 원주민	
대표자	1명,	적격한 사행산업 단체 대표자	1명으로 구성된	
3명의 위원을 선임한다.

(3) 상원 임시 의장은 일반인 대표자	1명,	사행산업 운영	
원주민 대표자	1명,	적격한 사행산업 단체 대표자	1명으로	
구성된	3명의 위원을 선임한다.

(4) 부지사는 책임감 있는 사행산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대표자	 1명,	 사행산업 운영 원주민 또는 적격한	
사행산업 단체 대표자	 1명으로 구성된	 2명의 위원을	
선임한다.

(B) 기타 모든 위반 행위에 대해 오천 달러($5,000).

(3) 기타 모든 개인

(A) 위반 행위에	 21세 미만인 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오천 달러($5,000).

(B) 기타 모든 위반 행위에 대해 이천오백 달러($2,500).

(d) (c)관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과정,	 발생 또는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본 장의 여러 위반 사항에 대한 최대	
벌금형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자 또는 온라인 스포츠 베팅	
공급업체의 경우 일십만 달러($100,000).

(2) 핵심 인물의 경우 오만 달러($50,000).

(3) 다른 모든 개인의 경우 이만오천 달러($25,000).

(e) (1) 본 장의 어떠한 내용도 사적 행동권의 적용을	
받거나,	그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2) 제8목 제5장 제18조(제19990절 이하)는 본 장 또는	
본 장에 따른 규정에 적법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19782. 비상 규정

(a) 부서는 원주민 구역 외 캘리포니아주에서 온라인	
스포츠 베팅을 제공,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비상	
규정을 채택하여야 한다.	 비상 규정은 제19791절에서	
정하는 일정에 따라 채택된다.

(b) 본 장에 따라 채택된 모든 비상 규정은 정부 규정 제목2	
제3목 제1부 제3.5장(제11340절 이하)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장을 비롯한 정부 규정 제11349.6절에 따라	
해당 규정의 채택은 긴급한 상황에 이루어지며 행정 법률	
사무국은 이를 공안,	 안전보건 및 공공 복지의 즉각적인	
보호에 필요한 것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른 반대되는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채택한 비상 규정은 영구적인	
대체 규정이 채택될 때까지 유효하다.

19783. 부서에 위반 사항 보고

본 장에 의거하여 면허,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모든 개인	
또는 단체는 본 장 또는 본 장에 따라 채택된 기타 적용	
법률 또는 규정의 알려진/실증된 위반 사항을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위반 행위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이며	
신속하게 신고해야 하며,	이 때 잠재적 위반 행위에 대한	
내부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포함된다.

19784. 부서 시작 대출

(a) 다른 반대되는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부서 설립,	
책임자 및 기타 부서 직원 고용,	부서 사무 공간 확보,	규정	
채택,	신청서 검토 및 처리,	본 장의 관리를 목적으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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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에,	 임명 기관은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복무할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임기가 만료되는	
즉시,	후임자는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19788. 위원회의 의무

(a)	 위원회는 이 장의 시행에 관하여 부서 및 이사에게	
조언 및 권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이 장의 시행에 대한	
모든 측면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조언 및 권고하여야 한다:

(1)	만	21세 미만의 도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술 및 기타 법안.

(2)	 미국의 다른 주와 지역에서 활용되는 최고의 온라인	
스포츠 도박 방식.

(3)	이 장에 부합하며 그에 따라 기금으로 지불되는 세입의	
총액을 극대화하는 선택 사항.

(4)	온라인 스포츠 도박과 관련하여 부서에 대한 행정 및	
기술적 지원 안내.

(5)	 적용되어야 하는 새로운 규칙 및 개정,	 갱신 및	
폐지되어야 하는 기존의 규칙에 대한 권고 사항:

(b)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	조사 또는 연구 수행.

(2)	서면 보고서 발급.

(3)	 위원회 자체 링크를 통한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보고 또는 권고 사항 게시.

19789. 보상

(a)	 각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일당	
일백오십 달러($150)를 받을 자격을 갖는다.	 일당은	
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출장을 다녀오거나,	
위원회 회의를 하거나,	또는 위원회 의장 및 이사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를 위한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비되는	
돈에 대하여 각 날마다 지급된다.

(b)	위원회 위원은 일당을 일 년에	40일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c)	위원회 위원은 이사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출장 경비	
및 식대를 받는다.

(d)	이 절에서 승인하는 일당 및 변제는 기금의 돈으로만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 온라인 스포츠 도박의 개정,	발효일 및 개시

19790. 개정

(a)	캘리포니아주 주민은 다음 사항을 선언한다:

(5) 감사관은 회계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대표자	 1명,	
사행산업 운영 원주민 대표자	 1명으로 구성된	 2명의	
위원을 선임한다.

(6)	 재무관은 공공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대표자	
1	명,	적격한 사행산업 단체 대표자	1명으로 구성된	2명의	
위원을 선임한다.

(7) 국무부 장관은 기술 또는 사생활 보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	1명을 임명한다.

(b) 사행산업 운영 원주민,	적격한 사행산업 단체,	법 집행	
조직 또는 공공 보건 조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단체도 특정 시점에 위원회에 임명된 개인을 두 명	
이상 보유해서는 아니 된다.

(c) 법무부 장관 또는 법무부 장관 대리인은 위원회의	
의결권이 없는 당연직 위원으로 재직한다.

(d) 위원회의 각 위원은 미국 시민이자 거주자이거나 정부	
규정 제1020조의	(b)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9787. 위원회 위원 약관

(a) 제19786절에 기술된 각 임명권자는 제19791절에서	
정하는 일정에 따라 위원회에 최초 임명된다.

(b) 위원회의 최초 임명자 임기는 본 장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45일째 되는 날부터 시작한다.	 위원회의	
최초 임명자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주지사와 부지사직의 최초 임명을 받은 자의 임기는	
사 년으로 한다.

(2)	국회의장과 상원 임시 의장의 지정을 받은 자의 임기는	
삼 년으로 한다.

(3)	회계감사관,	재무장관,	주 비서관의 지정을 받은 자의	
임기는 이 년으로 한다.

(c)	 최초 임기가 지나면,	 임명되었거나 연임한 각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사 년으로 한다.	 각 위원회의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재직해야 한다.

(d)	위원회의 위원은 배임 또는 직무 태만을 이유로 임명	
기관에 의해 면직될 수 있다.	 위원은 면직의 이유를	
서면으로 받기 전에는 면직되지 아니한다.

(e)	 (1)	 상황이 변화한 이후	 10일 이내에,	 특정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기 위해 임명된 위원회 위원은	
그러한 특정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되거나	
대표하지 않는 경우 또는 기타 위원회의 위원으로	
복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명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임명 기관으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은 즉시,	 위원회의	
위원 직위는 공석으로 간주된다.	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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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이 장의 발효일부터	150일 이내에,	 부서는	 (c)관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신청 양식을 포함하여 이 장에서 시행할	
최종 긴급 규정을 채택하여야 한다.

(e)	 이 장의 발효일부터	 160일 이내에,	 부서는 운영자	
신청인,	 공급자 신청인,	 주요 인물에 대한 면허 및 임시	
면허 신청 양식을 받기 시작하여야 한다.	부서는 신청 수령	
후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f)	(1)	이 장의 발효일부터	240일 이내에,	부서는 이 장에	
명시된 대로 온라인 스포츠 도박 운영자가 주 내에서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제공,	 시행,	 또는 운영하는 것을	
승인하여야 한다.

(2)	(d)관에 따른 긴급 규정이 채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19763절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모든 운영자 신청인은	
동시 일자에 주 내에서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처음으로	
제공,	 시행,	 또는 운영함에 있어 평등한 기회를	
받아야		한다.

(3)	(d)관에 따른 긴급 규정이 채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19763절 및	19764절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모든 운영자	
신청인은 동시 일자에 주 내에서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처음 제공,	시행,	또는 운영함에 있어 평등한 기회를 받아야	
한다.	 이 호에 기술된 운영자 신청인은 주 내에서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처음 제공,	시행,	또는 운영하는 때에	(2)호에	
기술된 운영자 신청인보다 먼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 영업 비밀과 개인 및 기밀 정보

19792. 영업 비밀과 개인 및 기밀 정보

(a)	 이 장에 따라 부서에 대하여 사람 또는 단체에 관한	
기밀 정보,	 영업 비밀,	 금융 정보,	 또는 개인 정보를	
포함하는 모든 제출물과 제출된 모든 문서,	 보고서 및	
데이터는 정부 규정 제목1	제7목 제3.5절(제6250절 이하)	
및 기타 주법의 목적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공공 기록물이	
아니다.

(b)	 (a)관에 기술된 제출물은 부서에 의해 비밀 기록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관할 법원의 명령 없이는 공공연하게	
공개되거나 유포되어서는 아니 된다.

19793. 개인 정보 및 주법 준수

(a)	 이 장과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따른 개인 정보의	
수집,	사용,	보유 및 공유는 기타 주법이 아닌 이 장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b)	민법 제3목 제4편 제목	1.81.5(제1798.100절 이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캘리포니아 주법의	
목적에 따라,	주민들은 이 장에 의해 승인 또는 요구되는	
개인 정보의 수집,	사용,	보유 및 공유가 이 장에서 명시된	

(1)	 캘리포니아 헌법 제II조	 10절	 (c)관에 따라,	 그리고	
People	v.	Kelly(2010)	47	Cal.4th	1008에 기술된 대로,	
입법부는 유권자 승인 없이 개정할 수 있도록 특별히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권자의 후속 승인이	
없이는 주민발의 법안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2)	 캘리포니아 헌법 제II조	 10절	 (c)관에 따라,	 그리고	
Amwest	 Surety	 Insurance	 Company	 v.	 Wilson	
(1996)	11	Cal.4th	1243에 기술된 대로,	주민이 주민발의	
법안을 개정하도록 승인한 경우,	 주민은 해당 승인의	
조건을 덧붙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b)	 (1)	 (2)호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의 발효일	
이후,	입법부는 법령이 이 장과 일치하고 이 장의 목적을	
증진한다는 전제 하에,	 의사록에 입력된 출결 투표에서	
5/6의 동의를 통해 주 의회를 통과한 법령으로 이 장을	
개정할 수 있다.	 이 장을 개정하려는 법안은 법안이	
인쇄되어 입법부 구성원에게 배포되고 입법부에서	
통과되기 전에 최종적으로	 15영업일 이상 인터넷에	
게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통과되거나 법령이 될 수 없다.

(2)	 (1)호에도 불구하고,	 입법부는 캘리포니아 노숙 문제	
해결 및 정신 건강 지원 계좌와 원주민 경제 개발 계좌에	
지급되는 자금의 할당 비율을	19750절	(d)관 및	19750절	
(e)관	(2)호에 따라 의사록에 입력된 출결 투표에서	3분의	
2의 동의를 받고 통과한 법령으로 개정할 수 있다.	

(c)	2021년	10월	1일 이후에 제정되었으나 이 절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이 장 개정안을 구성하는 어떠한 법규도 이	
규정이	 (b)관의 요건에 따라 통과되지 않는 한 이 절이	
발효된 날 이후에 시행할 수 없다.

(d)	이 장의 목적은 캘리포니아 주 노숙 문제 해결 및 정신	
건강 지원 법	2절에 기술된다.

19791. 온라인 스포츠 도박의 발효일 및 개시

(a)	 이 절은 캘리포니아주 주민이 승인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b)	 이 장의 발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대한	
모든 최초 임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c)	이 장의 발효일부터	120일 이내에,	부서는 면허 및 제4
조(제19762절 이하)	 ,	제5조(제19769절 이하),	제6조(제
197771절 이하),	제7조(제19774절 이하)에 의해 승인된	
제출품 신청서 양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이	
장을 시행하기에 충분한 발의된 긴급 규정을 공표하여야	
한다.	 부서는 발의된 긴급 규정에 대한 의견을 대중과	
위원회에 요청하고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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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스포츠 경기"	 또는	 "전자 스포츠 경기"는 리그,	
연맹전,	 토너먼트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대면 또는	
온라인 상의 관중이 있고,	개인이나 팀이 경품,	상금,	또는	
오락을 목적으로 비디오 게임을 플레이 하는 기타 유사한	
대회를 말한다.

(k)	 "기금"이란	 19750절에 의해 설립된 캘리포니아	
온라인 스포츠 도박 신탁 기금을 말한다.

(l)	 (1)	 "도박 원주민"이란 연방 정부가 인정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합법적으로 슬롯 머신을 운영하거나,	
금전성 및 확률성 카드 게임,	 룰렛,	 또는 주사위 게임을	
시행하는 인디언 원주민을 말한다:

(A)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IV조	19절에 규정된 바에 따라	
주지사와 협상하고 입법부의 인준을 받은 타당한 협정.

(B)	 미국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미국 법(United	 States	
Code)	제목25	2710(d)(7)절의 보충 조항 또는 후속 연방	
법령에 따라 발급 받은	III급 도박 절차.

(2)	"도박 원주민"은 도박 원주민이 주 내에서 슬롯 머신을	
운영하거나 금전성 및 확률성 카드 게임,	 스포츠 도박,	
룰렛,	 또는 주사위 게임을 시행하는 모든 기관,	 정치적	
하부 조직,	또는 기타 합법적인 단체를 포함한다.

(m)	 "판돈 총액"이란 스포츠 경기에 대한 모든 베팅의	
총액과 동일한 달러 총액을 말한다.

(n)	 "홀드"는 온라인 스포츠 도박 면허소지자가 모든	
고객에게 상금으로 지불하는 금액의 총합보다 적은 돈을	
회수하는 자유 베팅 또는 홍보용 게임 크레딧으로	
이루어진 도박을 제외한 모든 베팅의 총액과 동일한 달러	
총액을 말한다.

(o)	 "인디언 구역"이란 미국 법 제목25	 2703(4)절에서	
정의한 대로 연방 정부가 인정한 인디언 원주민 구역을	
말한다.

(p)	 "주요 인물"이란 투자를 목적으로 신청인,	 운영자,	
또는 공급자의	25	퍼센트 미만을 비축하는 기관 투자자를	
제외한 주요 경영 직원,	 주요 운영 직원,	 또는 주요 회계	
직원,	 그리고 해당 면허소지자 또는 신청인의 주요	
소유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운영자 신청인,	 공급자	
신청인,	 온라인 스포츠 도박 신청인,	 또는 온라인 스포츠	
도박 공급자의 경영 직원을 말한다.

(q)	"시장 접근 계약"이란 물리적으로 이 주 내에서 원주민	
구역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한 자격을 갖춘 도박 기관의 제공	
및 온라인 스포츠 도박의 시행과 관련하여 자격을 갖춘	
도박 기관과 도박 원주민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그	
기간은 계약의 당사자가 단독으로 결정한다.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 주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수적임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제13조. 정의

19794. 정의

이 장의 목적에 따라,	단수형 및 복수형을 모두 사용하여,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	 "조정된 온라인 스포츠 도박 총 수령액"이란	 (1)호에	
기술된 달러 총액에서	(2)호에 기술된 달러 총액을 제하고	
남은 달러의 총액을 말한다:

(1)	총 수령액.

(2)	온라인 스포츠 도박 관리자에 의해 지급되거나 손실된	
달러 총액은 다음과 같다:

(A)	베터에게 당첨금으로 지급된 모든 돈.

(B)	 베터에게 상품으로 수여한 모든 상품 또는	
재산의		가치.

(C)	모든 연방 소비세.

(D)	모든 무효 처리된 도박.

(b)	"아마추어 스포츠 경기"	또는	"아마추어 운동 경기"란	
프로 스포츠 경기,	대학 스포츠 경기 또는 청소년 스포츠	
경기를 제외한 모든 스포츠 또는 기타 운동 경기를 말한다.

(c)	 "대학 스포츠 경기"	 또는	 "대학 운동 경기"란 운동	
경기 또는 해당 기관의 위치와는 무관하게 최소 한 명	
이상의 참가자가 공립 또는 사립 고등교육 기관의 팀에	
소속되어 있거나 공립 또는 사립 고등교육 기관을	
대표하여 개인 간에 경쟁하는 경기를 말한다.

(d)	"위원회"란 제10조(제19785절 이하)에 의하여 설립된	
온라인 스포츠 도박 독립 자문 위원회를 말한다.

(e)	 "경연"	 또는	 "경진"이란 시상식,	 운동과 관련 없는	
경쟁 및 경기,	 대중 문화,	 시사 문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이 장에 따른 도박 행위를 위해 부서의	
승인을 받은 기타 경기를 말한다.	 "경연"	 또는	 "경진"은	
연방,	주,	지방,	또는 국외 선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f)	"보호된 스포츠 경기"	또는	"보호된 운동 경기"란 하나	
이상의 온라인 스포츠 도박 운영자가 베팅을 제공하거나	
받는 스포츠 행정 기구의 프로,	대학 또는 아마추어 스포츠	
경기를 말한다.

(g)	"부"란 법무부를 말한다.

(h)	 "부서"란 제9조(제19777절 이하)에 의해 설립된	
온라인 스포츠 도박 관리 부서를 말한다.

(i)	 "이사"란 온라인 스포츠 도박 관리 부서의	
지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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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온라인 스포츠 도박 플랫폼 공급자"는 온라인 스포츠	
도박 플랫폼 또는 도박 원주민에 대하여 온라인 스포츠	
도박에 특정한 기타 서비스와 확률 및 회선 정보,	마무리	
베팅,	 또는 스포츠 도박 고객 계좌 유지를 포함한 도박	
원주민이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제공,	시행,	또는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박 원주민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x)	"온라인 스포츠 도박 플랫폼 공급자 신청"은	19763절	
(b)관	(1)호	(C)목에 기술된 신청을 말한다.

(y)	"온라인 스포츠 도박 플랫폼 공급자 면허"는	19763절	
(b)관	 (1)호	 (C)목에 기술된 온라인 스포츠 도박 운영자	
면허를 말한다.

(z)	 "온라인 스포츠 도박 공급자"는 온라인 스포츠 도박	
운영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공급 또는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aa)	 "운영 계약"은 부서에 의해 승인된 형식으로 도박	
원주민과 온라인 스포츠 도박 플랫폼 공급자가 다음의	
사항에 동의하여 이루어진 서면 계약을 말한다:

(1)	 온라인 스포츠 도박 플랫폼 공급자는 도박 원주민을	
대신하여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제공,	 시행,	 또는 운영할	
것이다.

(2)	 온라인 스포츠 도박 플랫폼 공급자는 온라인 스포츠	
도박 공급자 면허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장에서 취득하는	
모든 면허 계약의 유일한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3)	도박 원주민은 온라인 스포츠 도박의 제공,	시행,	또는	
운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

(4)	 온라인 스포츠 도박 플랫폼 공급자는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제공,	 시행,	 또는 운영하여 얻은 수익의 일부를	
도박 원주민과 공유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가 있다.

(5)	온라인 스포츠 도박 플랫폼 공급자는 물리적으로 이 주	
내에서 원주민 구역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제공,	시행,	또는 공급하는 데 있어 해당되는	
모든 면허 수수료,	 면허 갱신 수수료,	 세금,	 벌칙,	 벌금,	
추가 요금 금액을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다.

(ab)	"운영자 신청인"이란 다음을 말한다:

(1)	 도박 원주민이	 4조(제19762절 이하)에 따른 원주민	
운영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도박 원주민은 운영자	
신청인이 된다.

(2)	 자격을 갖춘 기관이	 	 4조(제19762절 이하)에 따른	
자격을 갖춘 도박 기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도박 기관은 운영자 신청인이 된다.

(r)	 "모터스포츠 경기"는 참가자들이 기계로 움직이는	
자동차 또는 장치를 이용하여 경쟁하는 스포츠 경기를	
말한다.

(s)	(1)	"온라인 스포츠 도박"은 다음에 대하여 온라인 스포츠	
도박 플랫폼을 통한 베팅을 받거나 하는 것을 말한다:

(A)	스포츠 경기.

(B)	스포츠 경기의 일부 또는 조합.

(C)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 또는 참가자의 개인적인 통계나	
성과 또는 스포츠 경기의 조합.

(2)	 온라인 스포츠 도박은 단판 베팅,	 티저,	 팔레이,	
오버언더,	 머니라인,	 축구 도박,	 베팅 거래,	 인게임 베팅,	
프로포즈 베팅,	그리고 스트레이트 베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도박 시스템이나 방법을 통하여 도박이	
이루어지거나 베팅을 받는 형식을 취할 수 있다.

(3)	"온라인 스포츠 도박"은 제8목 제4장 제9조(제19590
절 이하)에 제시된 경마에 대한 패리뮤추얼 제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t)	(1)	"온라인 스포츠 도박 운영자"는 이 장에 따라 제(2)
호에 기술된 이 주 내의 원주민 구역 밖에서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제공,	시행,	또는 운영할 수 있는 면허가 있는 사람	
또는 사람들을 말한다.

(2)	 (A)	 도박 원주민이 제4조(제19762절 이하)에 따른	
원주민 운영자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도박 원주민은	
온라인 스포츠 도박 운영자가 된다.

(B)	 자격을 갖춘 기관이 제4조(제19762절 이하)에 따른	
기관 운영자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도박	
기관은 온라인 스포츠 도박 운영자가 된다.

(C)	온라인 스포츠 도박 플랫폼 공급자가	4조(제19762절	
이하)에 따른 온라인 스포츠 도박 플랫폼 공급자 운영자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온라인 스포츠 도박 플랫폼	
공급자는 온라인 스포츠 도박 운영자가 된다.

(u)	"온라인 스포츠 도박 운영자 면허"는 이 장에 따라 이	
주 내의 원주민 구역 밖에서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제공,	
시행,	 또는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부서가	
온라인 스포츠 도박 운영자에 대하여 발급한 면허를	
말한다.	 "온라인 스포츠 도박 운영자 면허"는 원주민	
운영자 면허,	자격을 갖춘 도박 기관 운영자 면허,	온라인	
스포츠 도박 플랫폼 공급자 운영자 면허를 포함한다.

(v)	 "온라인 스포츠 도박 플랫폼"	 또는	 "플랫폼"은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제공,	시행,	또는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기타 전자 및 디지털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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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	 "원주민 운영자 면허"란	 19763절	 (b)관	 (1)호	 (A)
목에 기술된 온라인 스포츠 도박 운영자 면허를 말한다.

(al)	(1)	"스포츠 경기"	또는	"운동 경기"란 다음을 말한다.

(A)	프로 스포츠 경기.

(B)	운동 경기.

(C)	대학 스포츠 경기.

(D)	아마추어 스포츠 경기.

(E)	전자 스포츠 경기.

(F)	모터스포츠 경기.

(G)	경연 또는 경진.

(2)	"스포츠 경기"	또는	"운동 경기"는 제8목 제4장 제9조(
제19590절 이하)에 명시된 경마를 포함하지 않는다.

(am)	"스포츠 행정 기구"란 미국에 그 본부를 두고 최종	
규칙을 규정하고 보호된 스포츠 경기 및 그 참가자에 관한	
행동 강령을 집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an)	 "스포츠 리그"란 기관에 소속되었거나 가입한 팀	
또는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스포츠 경기를	
개최하거나 편성하는 기관을 말한다.

(ao)	"공급자 신청인"이란 제6조(제19771절 이하)에 따른	
온라인 스포츠 도박 공급자 면허를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ap)	 "총 수령액"이란 자유 베팅 또는 홍보용 게임	
크레딧으로 이루어진 스포츠 도박을 제외하고 온라인	
스포츠 도박 운영자가 베터로부터 수집한 모든 온라인	
스포츠 도박의 총 달러 액을 말한다.

(aq)	 "미국의 주 또는 지역"이란 콜롬비아 특별 지역구,	
미국의 모든 지역,	 또는 캘리포니아주를 제외한 미국	
상원이 대표하는 모든 주를 말한다.

(ar)	 (1)	 "베팅"	또는	"도박"이란 어떤 사람이나 상대방이	
특정한 결과가 나타나면 가치있는 것을 받을 것이라는 합의	
또는 이해를 기반으로 가치있는 것의 위험을 부담 또는	
감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 용어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A)	미국이나 주의 보안 법의 통제를 받는 모든 활동.

(B)	모든 배상 계약 또는 보장 계약.

(C)	모든 보험 계약.

(D)	참가자들이 게임이나 대회를 플레이 하거나,	인터넷에	
대한 접근 권한,	 또는 게임 또는 대회의 후원자가	
참가자에게 무료로 제공하여 사용될 수 있거나 게임 또는	
대회의 참가자만이 후원자에게 제공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포인트나 점수를 얻거나,	 참가자 개인의 노력	
외의 가치있는 것에 대하여 위험을 부담하거나 감수하지	
않는 게임 또는 대회의 참여.

(3)	온라인 스포츠 도박 플랫폼 공급자가	4조(제19762절	
이하)에 따른 온라인 스포츠 도박 플랫폼 공급자 운영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온라인 스포츠 도박 플랫폼	
공급자는 운영자 신청인이 된다.

(ac)	 "후원자,"	 "베터,"	 "소비자,"	 또는	 "고객"이란 이 주	
내에서 이 장에 따른 스포츠 경기에 대한 도박에 참여하고,	
돈을 걸거나 입문할 자격이 있으며 과거 그러한 도박에	
참여하고,	 돈을 걸거나 입문하였고,	 미래에도 도박에	
참여하고,	돈을 걸거나 입문할 개인을 말한다.

(ad)	"사람"이란 개인,	자연인,	도박 부족,	부족 단체,	법인	
및 기타 합법적인 기관을 말한다.	명사로 사용되는 경우,	"
개인"은 사람을 말한다.

(ae)	 "주요 소유자"란 소유권 지분의	 10	 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af)	"프로 스포츠 경기"	또는	"프로 운동 경기"는 최소 두	
명 이상의 경쟁자가 참가하며 그중 한 명 이상의 참가자가	
경기 참가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 운동 경기를 말한다.	대학	
스포츠의 자격을 갖춘 모든 경기는 경쟁자가 보상을	
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프로 스포츠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ag)	"자격을 갖춘 도박 기관"이란 다음 조건 중 최소 한	
가지의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사람 및 그 협력 업체가 모두 자격을 갖추었거나 이와	
유사하게 미국에서 최소	 10개 주 또는 지역에서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제공,	 시행,	 또는 운영할 수 있는 인가를	
받은 경우.

(2)	사람과 그 협력 업체는 모두 다음을 충족한다.

(A)	인가를 받았거나 이와 유사하게 미국에서 최소	5개 주	
또는 지역에서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제공,	 시행,	 또는	
운영할 수 있는 승인을 받은 경우.

(B)	카지노가 원주민 원주민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 미국의	
주 또는 지역 내에 물리적으로 위치하여 미국 법 타이틀	
25	2703절 하의	"3급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카지노를	12
개 이상 운영 또는 관리 하는 경우.

(ah)	 "자격을 갖춘 도박 기관 신청"이란	 19763절	 (b)관	
(1)호	(B)목에 기술된 신청을 말한다.

(ai)	"자격을 갖춘 도박 기관 운영자 면허"란	19763절	(b)
관	 (1)호	 (B)목에 기술된 온라인 스포츠 도박 운영자	
면허를 말한다.

(aj)	 "원주민 신청"이란	 19763절	 (b)관	 (1)호	 (A)목에	
기술된 신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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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분리 가능성.

본 법률의 조항은 분리가 가능하다.	관할 법원의 결정으로	
이 법률의 절,	 관,	 항,	 조,	 문장,	 구절,	 단어 또는 적용의	
일부가 무효화된 경우,	 해당 결정은 본 법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은 이 법령의 일부 또는 적용이 이후에 무효로	
선언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무효 또는 위헌이라고	
선언되지 않은 이 법령과 모든 부분,	절,	관,	항,	조항,	문장,	
구절,	단어 또는 적용을 채택할 것임을 선언한다.

제8절. 상충되는 발의안 및 상충되지 않는 발의안.

(a)	 상충되는 발의 법안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를 통해	
물리적으로 이 주 내의 원주민 구역 밖에 있는 만	 21세	
이상의 사람에게 제공되는 스포츠 도박을 승인하는 이	
발의안 및 다른 발의안 또는 법안은 일한 주 전역의 선거	
투표용지에 표기되어야 하고,	 다른 발의안 또는 법안은 이	
법안과 상충되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본 발의 법안이 더	
많은 찬성 투표수를 얻는 경우,	본 법안의 조항이 전체적으로	
효력을 가지며 다른 발의 법안의 조항은 무효가 된다.

(b)	상충되지 않는 발의 법안.

(1)	 (a)관에도 불구하고,	 이 발의안은 법무장관에 의해	
No.19-0029	 개정안	 #1로 고안되고 국무장관에 의해	
#1886으로 고안된 캘리포니아 스포츠 베팅 규제 및 불법	
도박 급지법과 상충되는 법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	유권자는 이 법과 제(1)호에 기술된 발의안이 상호 보완 빛	
보충적인 관계에 있으며 모두 상충되지 않는 사항임을 선언한다.	
유권자는 제(1)호에 기술된 이 법과 그 발의안이 모두 같은	
선거에서 승인되었다면,	이 법과 그 발의안은 모두 완전한 힘과	
효력을 갖는 것이라는 의도를 자유롭고 분명하게 표현한다.

(3)	유권자는 다음을 선언한다:

(A)	캘리포니아 스포츠 베팅 규제 및 불법 도박 금지법과	
이 법은 상호 보완 및 보충적인 관계에 있다.

(B)	 이 법과 캘리포니아 스포츠 베팅 규제 및 불법 도박	
금지법은 모두 상충되지 않는 사항이다.

(C)	 이 법과 캘리포니아 스포츠 베팅 규제 및 불법 도박	
금지법은 동일한 선거에서 유권자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안전하고,	합법적인 온라인 및 대면 스포츠 도박의 혜택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실현될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두	
법안 모두 완전한 힘과 효력을 갖는 것은 주민의 의도이다.

(c)	 본 발의 법안이 유권자의 승인을 받았지만 동일한	
선거에서 유권자가 승인한 다른 상충되는 발의안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가 대체되고 이후에 그 상충되는 법안이	
무효로 결정되는 경우,	본 법안이 자체적인 실행력을 갖고	
완전한 효력을 발휘한다.

(E)	우승 결과가 관련 플레이어의 지식과 기술을 반영하고	
선수 또는 개인이 쌓아 올린 통계적인 수행 능력이 결과를	
대부분 결정하는 판타지 스포츠 대회.

(2)	베팅 또는 도박이	"이루어지거나,"	"돈을 걸거나,"	또는	
"입문하거나,"	또는 이러한 용어를 조합 또는 활용하여,	이	
장에서 교대하여 사용한다.

(as)	(1)	"청소년 스포츠 경기"	또는	"청소년 운동 경기"란	
운동 경기 또는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경기를 말한다:

(A)	참가자의 과반수가 만	18세 미만일 것.

(B)	학교의 위치와는 무관하게 최소 한 명 이상의 참가자가	
공립 또는 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팀에	
소속되어 있을 것.

(2)	(1)호에도 불구하고,	운동 경기가 올림픽 경기이거나	"
대학 스포츠 경기"	 또는	 "프로 스포츠 경기"의 정의에	
해당한다면,	그 경기는 참가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청소년	
스포츠 경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청소년 스포츠 경기"의 지정은	(1)호	(A)목 또는	(B)
목에 제시된 조건인 싱글 게임이나 매치로 제한되어야	
하며,	청소년 스포츠 팀이 참가하여 토너먼트나 멀 티 게임	
경기로 진행되는 다른 게임에 대하여 도박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제5절. 15.5절이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	 XIII	 B조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제15.5절. 정부 각 기관의	 "배정 한도"는 캘리포니아	
노숙 문제 해결 및 정신 건강 지원 법으로 설립된	
캘리포니아 온라인 도박 신탁 기금에서 얻은 세입 또는 이	
법에 따라 기타 기금이나 계좌에 예치된 세입의 예산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어떠한 정부 조직의 어떠한 배정 한도	
조정도 캘리포니아 노숙 문제 해결 및 정신 건강 지원	
법으로 설립된 캘리포니아 온라인 스포츠 도박 신탁	
기금에서 얻은 세입 또는 이 법에 따른 다른 기금이나	
계좌에 예치되어 있거나 그 계좌로부터 전용 되는 세입의	
결과로 캘리포니아 헌법 제IV조	 19.5절에 따라 요구되지	
않아야 한다.

제6절. 제23.5절이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XVI조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제23.5	 절. 투자 이익을 포함한 캘리포니아 노숙 문제	
해결 및 정신 건강 지원 법에 의해 부과된 세금과 그에	
따른 세입은	8절 및 그 시행 법규의 목적에 따른 일반 기금	
세입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제8절	(a)관 과	(b)관 및 그	
시행 법규의 목적에 따른	 "일반 기금 세입,"	 "주 세입,"	
또는	"세금의 일반 기금"으로 간주되지도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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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보여준다.	예술 및 음악	
교육은 특히 가난하고 위험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의	
출석률과 자신감 및 학습에 대한 동기를 향상시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예술 교육은 문화를 개발 및 확장시킴과	
동시에 캘리포니아 주의 창조 경제 안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	

(b)	예술 및 음악 교육이 갖는 명확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예술 교육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의 독립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1)	 초등학교의	 90	 퍼센트가 예술 분야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학습 과정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중학교의	96	퍼센트가 예술 분야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학습 과정을 제공하지 않는다.

(3)	 고등학교의	 72	 퍼센트가 예술 분야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학습 과정을 제공하지 않는다.

(c) 동일한 연구에서 특히 음악 교육의 경우 등록 학생	
수와 제공되는 커리큘럼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하게도 빈곤율이 높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예술 교육에 접근하기가 더 어렵다.	

(d) 예술 및 음악 교육이 지속적으로 침체되는 직접적인	
원인은 교육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이 적절하고	
안정적으로 조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느 학교장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면서도 솔직하게 말했다.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필요한 것만 남겨야 한다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예술 프로그램이다."	 실제로,	 전체 학교장의	
70%	 이상은 학생들에게 예술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장애물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꼽았다.	

(e) 이에 대한 해결책은 명확하다.	 우리는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 예술 및 음악 교육 전용으로 연간 추가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	 본 법안은 다음을 통해 캘리포니아	 K-12	
공립학교의 모든 학생이 고품질 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1) 학교가 매년 고품질의 예술 및 음악 학습 과정을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예술 및 음악 교육 자금을	
늘리고 안정화한다.

(2)	해당 자금이 예술 및 음악 교육에 제대로 사용되도록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다음의 방법을 이용한다:	

(A) 이 자금이 공인 예술 교사,	선별된 직원 및 조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요구한다.

(B) 제공되는 예술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자금이 지원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라고	
학교에 요구한다.

제9절. 자유해석주의.

이 법은 이 법의 제2절에 표명된 목적과 의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해석된다.

제10절. 법적 방어.

본 절은 주민들의 소중한 발의권이 유권자의 의견을	
변호하기를 거부하는 주 정치인들에 의해 부당하게	
무효화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이 법안이 캘리포니아주	
유권자의 승인을 받은 후 어떤 경우로든 이 법안의 범위	
또는 적용을 제한하거나 이 법안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주 또는 연방 법을 위반한다는 혐의를 제기하는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되어서 주지사와 법무장관 모두가	
캘리포니아 주를 대신하여 이 법안을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거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진다:

(a) 정부 규정 제목2	제3목 제2편 제6장(제12500절 이하)	
또는 다른 법에 포함된 내용과 상반되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법무장관은 캘리포니아주를 대신하여 충실하고	
적극적으로 이 법을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변호할	
독립적인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b) 법무장관은 독립 법률 고문을 지명하거나 이후에	
대체하기 전에 독립 법률 고문의 자격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독립 법률 고문으로부터 이	
법을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충실하고 적극적으로	
변호할 것이라는 서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서면 확인서는	
요청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

(c) 주지사 및 법무장관이 유권자의 뜻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 법을 변호하도록,	
캘리포니아주를 대신하여 이 법을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충실하고 적극적으로 변호할 독립 법률 고문을	
고용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회계 연도에 관계 없이 일반	
기금에서 관리자로 지속적으로 책정된다.

발의안 28 
본 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II조 제8절의 조항에	
따라 주민에게 제출된다.	

본 발의안은 교육법(Education	 Code)에 새 조항을	
추가한다.	 상정되는 추가 조항은 새로운 조항임을	
표시하기 위해	이탤릭체로 인쇄된다.	

상정된 법안
제1절. 확인사항 및 선언.

(a)	학업 성취에 대한 연구는 예술 및 음악 교육이 학생의	
학습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증명한다.	 음악 교육은 인지	
발달과 공간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연극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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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본 장의 제정 후 첫 번째 회계연도 동안,	본 관에 따라	
책정된 금액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XVI조 제8절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필요한 최소 보장액을 초과하는 추가	
지급금으로 간주되며,	 해당 회계연도에 캘리포니아 헌법	
제XVI	 조	 8절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	
고려되지 않는다.	

(B) 이후 회계연도에 대해,	 본 관에 따라 책정된 금액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XIII	B조에 따라 책정된 세금의 일반	
기금 수익금에서 학교 지구에 충당된 금액으로 간주된다.	

(C) 본 법의 제정 후 두 번째 회계연도부터 시작하여 그	
이후의 매 회계연도에,	"1986-87 회계연도에 학교 지구와	
지역 전문대학 지구에 각각 충당된 일반 기금 세입액의	
비율"은 캘리포니아 헌법	 XVI조	 8항	 (b)호	 (1)항의	
목적으로 이전 회계연도에 본 관에 따라 계산된 추가	
지급금 중 일반 기금의 몫이	 1986-87	 회계연도에 학교	
지구와 지역 전문대학 지구에 각각 충당된 일반 기금	
세입액의 비율에 포함되었을 경우 그러한 기관에	
충당되었을 일반 기금 세입액의 비율로 간주된다.

(c)	 본 장에 따라 충당된 자금은	 (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로서	
지방교육기관의 각 학교에 대해 부처가 다음에 따라 각	
지방교육기관에 할당한다:	

(1) (b)관에서 할당된 자금의	 70%에 이전 회계 연도의	
학교 등록자 수를 곱한 다음 지방교육기관의 이전 회계	
연도의 주 전체 등록자 수로 나눈 값과 동일한 금액.

(2) (b)관에서 할당된 자금의	30%에 이전 회계 연도의 학교	
등록자 중 경제적 약자의 수를 곱한 다음 지방교육기관의	
이전 회계 연도의 주 전체 등록자 중 경제적 약자의 수로	
나눈 값과 동일한 금액.	 미취학 아동들이 다니는 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의 경제적 약자 등록자 수는 해당 유치원의	
등록자 수에 해당 유치원의 지방교육기관에 속하는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에서 경제적 약자인 학생들의 비율과 같은	
비율을 곱한 값과 같다고 간주한다.	

(d) 지방교육기관은	 (c)관의 제(1)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c)관의 제(2)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의 합계와	
동일한 금액을 각 학교에 할당해야 한다.	

(e) 각 학교 또는 유치원의 경우,	 교장이나 프로그램	
책임자가	 (d)관에 따라 할당받은 자금에 지출 계획을	
세워야 한다.	

(f) (d)관에 따라 할당된 자금은 최대	3번의 회계연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 후 자금은 부처로 반환되며,	 부처는	
다음 회계연도에	 (c)관에 따라 해당 자금을 모든	
지방교육기관에 재할당한다.	

(C) 모든 공립학교가 예술 및 음악 교육 자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예술 및 음악 교육에 접근하기	
어려운 저소득 지역의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에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한다.

(D) 주의 일반 기금을 사용해 발의안	 98을 보충하라고	
의회에 요구함으로써 공립학교 자금 지원에 대한 기존의	
발의안	98을 보호한다.

(3) 이 모든 것을 증세 없이 수행한다.	

(f) 이 법안으로 제공되는 자금은 교실에서 예술 및 음악	
교육자의 수를	50%	이상 증가시킬 것이다.	

(g)	 이에 따라,	 주민은 예술교육이 총 공교육 지원금액의	
최소	 1%를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주의 약속에 걸맞은	
교육적 우선사항임을 선언하고,	 이로써	 "학교의 예술 및	
음악-자금 보장 및 책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제2절. 학교의 예술 및 음악	 -	 자금 보장 및 책임에	
관한 법률.

제2.1절.	제5.1장(제8820절 이하)은 교육법 제목1,	제1목	
제6편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제5.1장. 학교의 예술 및 음악 -  
자금 보장 및 책임에 관한 법률. 

학교의 예술 및 음악	 -	자금 보장 및 책임에 관한 법률은	
K-12	 공립학교(공립 차터스쿨 포함)에 연간 최소 자금원	
을제공하여 해당 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예술 교육을	
지원하고자 제정된다.

(b) (1) 이 법의 제정 이후 첫 번째 회계 연도부터	
시작하여 그 후 매 회계 연도에 대해,	 본 장의 목적을	
위해서는 회계 연도에 관계없이 일반 기금에서 관련	
부서로 지속적으로 자금이 충당되어야 한다.	 그 금액은	
직전 회계 연도에 지방교육기관이 받은 총 주 세입액 및	
지방 세입액(캘리포니아 헌법 제XVI조	 8절 및	 8.5절에	
의해 정해진 최소 자금 지원 보장액을 계산하는 데 포함된)
의	1%에서 본 장에 따라 책정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2)	 재정국장은 본 장에 따라 충당하는 데 필요한 추정	
자금을 매년	5월 주지사 예산 개정안의 일환으로 계산하여	
발표해야 하고,	 41206.01절의	 (d)관에 따른 이사의	
직무로서 매 회계 연도	 1월	 10일까지 필요한 충당액을	
계산하여 발표해야 한다.	

(3) 다른 법률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헌법 제
XVI조 제8절	 (b)관에 따라 필요한 계산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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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1.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용어들을	
정의한다:	

(a)	 "예술교육 프로그램"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댄스,	미디어 아트,	음악,	연극,	및 민속	
예술,	그림,	조각,	사진 및 공예 예술을 포함한 시각 예술,	
그래픽 아트 및 디자인을 포함한 창의적인 표현,	 컴퓨터	
코딩,	애니메이션,	음악 작곡 및 앙상블,	및 스크립트 작성,	
의상 디자인,	 영화 및 비디오를 지도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용품,	재료 및 예술 교육 협력 프로그램.	

(b) "경제적 약자인 학생"은 연방 전국 학교 급식법(42	
U.S.C.	 Sec.	 1751	 et	 seq.)	 또는 후속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이 있는 학생을 말한다.	

(c) "등록"은 지방교육기관 및 학교에 등록된 모든	
유치원,	 전환기 유치원,	 K-12	 학생을 말한다.	 "미취학	
아동"은 캘리포니아 주립 유치원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	
또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지방교육기관	
유치원에 등록된 학생을 말한다.	

(d) “지방교육기관”에는	K-12	학교 지구,	카운티 교육청,	
차터 스쿨,	 캘리포니아 맹인학교 및 캘리포니아	
농아학교가 포함된다.	

(e) "보충"은 지방교육기관이 본 장에서 충당된 자금으로	
예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기존 자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을 증액하는 것을	
말한다.	

8822.	 (a) 본 법의 조항 또는 이를 사람이나 환경에	
적용한 것이 무효가 되는 경우,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 본	
법의 다른 조항이나 적용이 영향을 받지 않으며,	본 법은	
해당 무효 조항이나 적용을 제외한 채로 효력이 발생하고,	
이 점에서 본 법률의 조항은 분리가 가능하다.	

(b) 본 법안은 포괄적으로 의도된 것이다.	동일한 주제에	
관한 본 법안 또는 법안들이 동일한 주 전체 선거	
투표용지에 나타나는 경우,	 다른 법안 또는 법안들의	
규정이 본 법과 충돌한다고 간주하는 것이 주민의	
의사이다.	본 법안이 더 많은 찬성 투표수를 얻는 경우,	본	
법안의 규정이 그 전체로써 우선하며,	 다른 법안이나	
법안들의 모든 규정은 무효가 된다.	

(c)	 제8820절	 (j)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회는 각	
상원과 하원의 의원 중	3분의	2로서,	일지에 기입되는 호명	
투표를 통해 각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한 법안으로 본 장을	
개정하여 본 장의 목적을 발전시킬 수 있다.	

(g) 본 장에 따라 자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지방교육기관은 매년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 모든 자금은 예술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고,	
이전 회계 연도에 지출된 자금은	 (3)호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로 위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한다.	
또한,	500명 이상의 학생이 등록한 지방교육기관의 경우,	
지출할 자금의 최소	 80%가 공인되거나 선별된 직원을	
고용하여 예술 교육 지도를 하는데 사용될 것이고,	나머지	
자금은 훈련,	소모품 및 재료,	예술 교육 협력 프로그램에	
사용될 것임을 인증해야 한다.	

(2) 지원받은 자금을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보충	
자금으로 사용할 것이고,	 이전 회계 연도에 받은 자금은	
실제로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보충하는 데 사용되었음을	
증명한다.	

(3) 지원받은 자금의	 1%	 이하를 본 장을 시행하기 위한	
지방교육기관의 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며,	이전 회계	
연도에 받은 자금이 실제로 해당 한도 내에서	
사용되었음을 증명한다.

(4) 교육감이 정한 방식으로 이사회 또는 기관이 승인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는 지방교육기관 및 부처의	
인터넷 웹 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하며,	 자금을 지원받는	
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유형,	 이에 상응하는 전임 교사,	
선별 직원 및 보조 교사의 수,	 서비스를 받는 학생 수,	
이러한 자금을 이용해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의 수를 상세히 설명한다.	

(h) 부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장의 서면	
요청에 따라	 (g)관의 제(1)호에 따른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i) 제41020절에 따른 연례 감사에는 본 절에 따라	
지방교육기관이 수령·배포한 모든 자금이 포함되며,	
제출된 인증 사항과 본 절의 요구 사항에 맞추어 자금이	
지출되었는지 판단하는 것도 포함된다.	

(j) 의회가 캘리포니아 헌법 제XVI조 제8절	(h)관에 따라	
긴급 법령을 제정하여 발의안	98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의회는 본 장에서 요구하는 연간 할당액을 줄일 수 있다.	
본 장에서 요구하는 연간 할당액을 줄이는 비율은 발의안	
98의 운영이 정지되지 않았었다면 캘리포니아 헌법 제XVI
조 제8절에 따라 제공되었을 최소 자금 지원 보증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해당 회계연도 동안	 K-12	 학교 및 지역	
전문대학에 제공된 자금의 감소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k) 본 절의 어떤 조항도 의회가 최소 연간 할당액을	
초과하여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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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석 환자는 자신이 투석을 받는 진료소에 의사의	
소유 지분이 있는지 알 게 되면 자신의 치료에 대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7) 투석 절차와 치료로 인한 부작용은 환자에게 여러	
위험을 야기하며,	캘리포니아의 많은 투석 클리닉은 이에	
대해 적절한 치료 수준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언급된다.	
적절한 치료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환자에게 해를	
입히고,	 입원 치료가 필요하게 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8) 현재 투석 클리닉은현장에 의사 또는 기타 고급	
전문화된 의료 종사자를 두어 치료 수준을 감독하고,	
환자의 치료 계획을 적절히 준수하도록 보장하고 안전	
프로토콜을 감시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투석 치료가	
제공될 때마다 환자들은 현장에서 의사나 임상 간호사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	

(9) 투석 치료는 혈류에 직접 접근하여,	 환자가 위험한	
감염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	 적절한 보고와 감염률의	
투명성은 클리닉들이 치료 수준을 향상시키고 환자들이	
자신의 치료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10) 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의료 시설이 문을 닫을 때,	
캘리포니아 규제 기관은 유해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투석 클리닉이 문을 닫을	
때 취약 환자에게 강력한 보호 조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11) 투석 기업들은	 2020년에 캘리포니아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1억 이상을 지출하면서	
캘리포니아에서 신장 투석 환자를 위한 보호법을	
제정하려는 노력에 반하여 로비를 해 왔다.	

(b) 목적:	

본 법안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외래 환자 신장 투석 클리닉이 말기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저렴한 치료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2) 투석 클리닉 소유자와 의사가 환자를 적절하게	
치료하도록 투석 클리닉을 감독하는 데 필요한 행정	
정보를 제공한다.

(3) 투석 환자에게 투석 클리닉과 의사의 재정적	
이해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가 자신의 치료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4) 이를 캘리포니아주가 예산 중립적으로 시행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한다.	

제3절. 보건 및 안전법에 제1226.7절이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발의안 29 
본 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II조 제8절의 조항에	
따라 주민에게 제출된다.	

본 발의 법안은 보건 및 안전법 에 새로운 절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새로 추가되는 조항은	 이탤릭체로 표시하여	
신규 조항임을 나타낸다.	

상정된 법안
제1절. 명칭.

본 법은	“투석 환자 생명 보호법”이라 칭한다.	

제2절. 확인사항 및 목적.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에 의해 채택된 이 법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a) 주민들은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신장 투석은 환자의 체내에서 빼내 독소를 제거한	
혈액을 환자에게 다시 투입하여 생명을 구하는 의료	
과정이다.	한 회에 수 시간 소요되고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해야 하며,	 환자는 평생 또는 신장 이식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투석을 계속 받아야 한다.	

(2) 캘리포니아에서는,	 최소	 80,000	 명의 주민이 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	

(3) 캘리포니아의 투석 클리닉 중 거의	3/4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단 두 개의 다국적 영리 법인이 캘리포니아주	
투석 환자의 약	75%	이상을 치료한다.	이 두 개의 다국적	
법인은 캘리포니아주 내에서만 연간	$4억5천만에 가까운	
수익을 내며,	 투석 시술로 매년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거둔다.	

(4) 연구에 따르면 영리 클리닉의 환자는 비영리 투석	
클리닉의 환자에 비해 신장 이식을 받을 가능성이 적고,	
입원 가능성과 사망 가능성이 더 높다.	

(5) 많은 투석 클리닉이 영리법인과 의사의 합작투자로	
운영되고 있다.	투석 클리닉의 지분을 소유한 의사가 신장	
환자의 주치의 역할을 하고 있어 잠재적인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의사의 지분 소유가 환자 치료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소유권 이해 관계가 투석 치료 접근 방식,	
환자의 진료소 선택,	 투석 시작 시점이나 중단 시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연구하려면 더 많은	
투명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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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각 장기 투석 클리닉은 해당 클리닉 또는 관할	
기관에서 투석 클리닉의 의료 관련 감염(이하	 “투석	
클리닉	 HAI”)	 자료를 본 부처에 지정한 양식 및 일정에	
따라 분기별로 보고해야 하며,	 해당 내용에는	
캘리포니아에 소재하는 각 투석 클리닉에서의 투석 클리닉	
HAI의 발생률과 유형,	 그리고 투석 클리닉	 HAI	 비율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고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한 기타 정보가 포함된다.	 클리닉 또는	
관할 기관의 최고 책임자 또는 기타 수석 책임자는 해당	
책임자가 본 부처에 제출한 투석 클리닉	 HAI	 보고서를	
검토하여 정확성 및 완전성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해야	
하며,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	 해당 부처는 이 보고서의	
투석 클리닉	HAI	자료를 보고서에서 제공된 세부 사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게시된 자료는 각 장기 투석 클리닉의 관할 기관을	
식별하는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c) 장기 투석 클리닉은 총	 5%	 이상 클리닉에 대한 소유	
지분 또는 간접 소유 지분을 가진 의사 명단을 환자에게	
제공한다.	해당 정보의 공개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환자가 해당 클리닉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할 때와 이후	
매년,	 그리고 환자의 요청 시 언제든지 제공되어야 하며,	
또한 치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제공되어야 한다.	

(1) 각 장기 투석 클리닉은 해당 클리닉 또는 관할 기관에서	
해당 클리닉의 소유 지분율 및 소유 지분의 성질을	
포함하여 총	5%	이상의 소유 지분 또는 간접 소유 지분을	
가진 자에 대하여 본 부처에 지정한 양식 및 일정에 따라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본 부처는 각 장기 투석 클리닉	
별로 제출된 양식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2) 관할 기관은 각 장기 투석 클리닉에 대하여 본 부처에	
제출한 소유권 양식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d) 본 부처는 장기 투석 클리닉 또는 관할 기관이 해당	
정보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본 절에서 요구하는 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된 보고서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다고 판단할 경우,	 본 부처는 해당 장기 투석	
클리닉 또는 관할 기관에 일십만 달러($100,00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부처는 위반의 심각도,	 부정확 또는	
누락된 정보의 중요성 및 위반 사항에 대해 소명한 내용의	
설득력(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벌금을 결정한다.	 본 항에	
따라 징수된 벌금은 본 부처에서 장기 투석 클리닉에 관한	
법률을 이행 및 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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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된 차별은 의료비 납부자가	
환자 개인,	 사기업,	 보험사,	 Medi-Cal,	 Medicaid	 또는	
Medicare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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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절의 목적 상 다음과 같이 용어들을 정의한다:	

(1) "장기 투석 클리닉"은 제1204절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 "관리 기관"이라 함은 해당 개인 또는 단체 자체가	
해당 면허를 직접 보유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면허가	
발급된 만성 투석 클리닉을 소유 또는 운영하는 개인,	
회사,	협회,	파트너십,	법인 또는 기타 단체를 의미한다.	

제4절. 보건 및 안전법에 제1226.8절이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1226.8. (a)	 모든 장기 투석 클리닉은 해당 클리닉의	
비용 부담 하에 진료 시설 내 투석 환자가 치료를 받는	
모든 시간 동안 최소 한 명의 면허 의사,	임상 간호사,	또는	
보조 의사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현장에 있는 해당	
의료 담당자는 환자의 안전 및 의료 서비스의 제공 및 품질	
총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1) 현장에 있는 의사,	임상 간호사,	또는 보조 의사는 최소	
6개월 이상의 말기 신장질환환자 진료 경험이	
있어야		한다.	

(2) 장기 투석 병동은 자격을 갖춘 의사,	임상 간호사,	또는	
보조 의사가 실제로 부족하여 본 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들어 본 부처에 해당 요건에 대하여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본	
부처는 최소한 장기 투석 클리닉의 비용 부담 하에 의사,	
임상 간호사,	또는 보조 의사가 진료 시설 내 투석 환자가	
치료를 받는 모든 시간에 원격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클리닉이 본 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에 대한 특례를 허용한다.	단,	원격으로	
진료하는 의사는 최소	 6개월 이상의 말기신장질환환자	
진료 경험이 있어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본 부처에서 허용한 특례의 기간은	
해당 클리닉이 본 부처의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
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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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릴 때,	 본 부처는 해당 클리닉,	 관할 기관,	 기타 이해	
당사자가 제출한 정보를 고려할 수 있으며,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 환자가 지속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클리닉의 세부 계획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해당	
지역 사회의 의료 서비스 가용성 및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	

(2) 장기 투석 진료를 제공하는 다른 기관에게 클리닉의	
소유권 또는 운영을 매매,	임대 또는 양도하기 위한 클리닉	
또는 관할 기관의 선의의 노력의 증거.	

(3) 장기 투석 클리닉과 관할 기관의 재정적 자원.	

(c) 본 절의 목적 상 다음과 같이 용어들을 정의한다:	

(1) "장기 투석 클리닉"은 제1204절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 "관할 기관"은 제1226.7절 내에서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제6절. 보건안전법에 제1226.10절이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1226.10. (a) 장기 투석 클리닉 또는 관할 기관이 제
1226.8	또는 제1226.9절에 따라 본 부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클리닉 또는 관할 기관은	 131071
절에 따라	10영업일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장기	
투석 클리닉 또는 관할 기관은 모든 이의 제기가 끝나고	
해당 부처가 승소한 경우 모든 행정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b) 본 절의 목적 상 다음과 같이 용어들을 정의한다.	

(1) "장기 투석 클리닉"은 제1204절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 "관할 기관"은 제1226.7절 내에서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제7절. 보건 및 안전법에	 1266.3절이 추가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66.3. 캘리포니아 납세자가 투석 환자 생명 보호법의	
이행 및 집행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해당 부처는 제1266절에	
따라 장기 투석 클리닉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산정,	평가 및	
징수할 때 제1226.7절부터 제1226.10절까지의 이행 및	
집행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제8절. 본 법안의 어떠한 내용도 보건 및 안전법	1250절	
(a)관,	 (b)관,	 또는	 (f)관에 따라 허가 받은 의료 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9절. (a) 주 보건부는 본 법안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 법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건 및 안전법	
제1226.8절 및 제1226.9절을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채택하기 위한 권한을 가진다.	

(e) 본 절의 목적 상 다음과 같이 용어들을 정의한다:	

(1) "장기 투석 클리닉"은 제1204절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 "투석 클리닉	 HAI"이란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국가 보건 안전 네트워크에서 정의한 투석과 관련된 혈류	
감염,	 국소 접근 부위 감염,	 또는 혈관 통로 감염,	 또는	
규정에 따라 본 부처에서 정의한 모든 적합한 추가 또는	
대체 정의를 말한다.	

(3) “관할 기관”이란 제1226.7절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4) “면허 의사”란 사업 및 직업법 제2목 제5장(제2000절	
이하)에 따라 주에서 자격을 인정한 신장전문의 또는 기타	
의사를 말한다.	

(5) “간접 소유 지분”이란 장기 투석 클리닉에 대한 소유	
지분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의 소유 지분을 말한다.	해당	
용어는 장기 투석 클리닉에 대한 간접 소유 지분을 가진	
모든 개인 또는 단체의 소유 지분을 포함한다.	

(6) "임상 간호사"란 사업 및 직업법 제2목 제6장
(제2700절 이하)에 따라 면허를 보유하고,	 공인 간호사	
위원회 로부터 임상 간호사로 인증을 받은 공인 간호사를	
말한다.	

(7) “소유 지분”이란 장기 투석 클리닉의 자본,	주식,	또는	
수익에 대한 지분 소유,	장기 투석 클리닉의 수익에 대한	
지분,	 조합 지분,	 유한책임 회사 회원,	 또는 장기 투석	
클리닉을 담보로 한 저당,	 신탁 증서,	 어음,	 또는 기타	
채무를 포함한 지분,	 부채,	 또는 기타 자력을 통한	
지분을		말한다.	

(8) “개인”이란 자연인,	 전문 업체,	 협회,	 조직,	 조합,	
사업신탁,	 회사,	 합자회사,	 법인,	 유한책임회사,	
합작투자회사,	 또는 기타 개인으로 이루어진	
조직을		말한다.	

(9) “보조 의사”란 사업 및 직업법 제2목 제7.7장(제3500
절 이하)에 따라 면허를 가진 보조 의사를 말한다.	

제5절. 보건 및 안전법에 제1226.9절이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1226.9. (a) 장기 투석 클리닉을 폐쇄하거나 장기 투석	
클리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을 실질적으로	
줄이거나 없애기 전에 해당 클리닉 또는 그 관할 기관은 본	
부처에 서면 통지를 하고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b) 본 부처는 의료 서비스의 종결,	 대폭적인 감축,	 또는	
폐지에 대한 제안에 동의하거나,	조건부 동의하거나,	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이와 같은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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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목.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저감 및 완화	

제1장. 청정 자동차 및 청정 대기법

제1조. 제목,	확인사항 및 선언,	목적 진술

제80200절. 제목	

본 목은 청정 자동차 및 청정 대기법으로 공포 및	
인용된다.	

제80201절. 확인사항 및 선언

캘리포니아주 주민의 자료 및 선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기후변화는 이미 캘리포니아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갈수록 더 기록적인 산불과	
가뭄을 겪고 있으며,	 이는 대기 오염,	 캘리포니아의	
상징적인 자연의 아름다움 훼손,	 재산 훼손,	 캘리포니아	
경제 손실,	 그리고 생명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탄소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최악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캘리포니아의 가장	
큰 온실가스(GHG)	배출원 중 두 요인에 해당하는 교통과	
산불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b) 교통수단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GHG	 배출원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여전히	GHG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고 있다.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기 자동차 및 충전 인프라	
관련 필수 요소를 비롯하여 무공해 차량(ZEV)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c) 이미 캘리포니아에서 물가고를 겪고 있는 많은	
주민들에게 전기 자동차는 여전히 너무 비싸다.	 현재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캘리포니아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정이나 많은	
단체에서 전기차를 구매 또는 임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전기 자동차를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 부문에서 발생하는	 GHG	
배출량을 크게 줄일 필요가 있다.	

(d) 캘리포니아에는 전기 자동차를 보유한 주민들이 가정,	
직장 및 주 전역 어느 곳에서나 손쉽게 차량을 충전할 수	
있는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	 가정,	 직장,	
아파트 및 주 전역에서 적절한 비용으로 이용수 있는	
충전소 네트워크를 개발하여 배터리 구동 전기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이 가솔린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만큼 편리하게	
느껴지도록 해야 한다.	

(e) 캘리포니아는 특히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서 상당한	
GHG와 오염 물질 배출을 유발하는 버스,	 대형 트럭과	
같은 중형 및 대형 차량의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버스와	
대형 트럭을 전기 자동차로 전환하면 교통 부문의	 GHG	
배출량이 크게 감소하여 우리 모두가 숨쉬는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다.	

(b) 부처가 본 법안의 시행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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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또는	
그로부터 실현 가능한 한 가장 빠른 때에 첫 긴급 이행	
규정을 채택한다.	 이러한 긴급 규정이 채택될 경우,	 해당	
부처는 긴급 규정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필요한 최종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제10절.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II조 제1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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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안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한 경우에 한한다.	

제11절. (a) 동일한 주 전역 투표로 본 발의안 및 다른	
발의안,	또는 장기 투석 클리닉의 규제나 투석 환자의 치료	
및 관리에 관한 법안이 제안된 경우,	그 밖의 발의 법안(들)
은 본 법안과 상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본 발의안의 찬성	
투표수가 가장 많은 경우,	본 법안의 모든 조항이 효력을	
가지며,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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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절. 본 법률의 조항은 분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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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은	
본 법안의 일부 또는 적용이 이후 무효로 선언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본 법안을 채택함을 선언하며,	 이에	
포함된 모든 부분,	 절,	 관,	 항,	 조항,	 문장,	 문구,	 단어 및	
타당성이 무효 또는 위헌이 아님을 선언한다.	

발의안 30 
본 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II조 제8절의 조항에	
따라 주민에게 제출된다.	

본 발의안은 공공자원법 및 세입 및 조세법 에 절로	
추가되며,	 새로 상정된 조항은	 이탤릭체로 기입하여	
새로운 조항임을 표시한다.	

상정된 법안
제1절. 공공자원법에 제47목(제80200절 이하)이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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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계층의 공평한 기여를 요청한다.	 특히,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전기 자동차 및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산불 참사의 예방 및	
진압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는 우리 주에 전례 없는 환경적	
및 경제적 혜택을 만들어낼 것이다.	

(l)	전기 자동차에 더하여,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와 같은	
무공해 자동차가 있다.	이러한 자동차는 승객 차량과 버스,	
쓰레기 수거 차량,	 빅 리그 트럭과 같은 중형 및 대형	
자동차에도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이러한 자동차에 대한 비용을 감당하고 연료	
공급 및 충전을 위한 필수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하여 추가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온실 가스 방출을 더욱 감소시킨다.	

(m)	 캘리포니아 주가 계속해서	 100	 퍼센트 청정 전력의	
길로 나아간다면,	 전기 자동차 및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의 대규모 배치는 온실 가스 방출 감소와 동시에 더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력망 및 전기 요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전기 자동차는 전력망에 여유가 있다면	
충전이 가능하며 충분한 청정 전력이 있는 경우 모든	
공공사업 고객에 대한 혜택으로 전기의 가격을 줄이면서	
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본 목은 주 정부 기관에 전력망의 신뢰성 및	
복원력에 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요청한다.	

80202. 목적 진술

본 목의 목적은 주의 캘리포니아 주의 자동차를	
전기화하고 산불 참사의 예방 및 진압을 개선하는	
공공투자를 통하여 주 내 온실 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인	
교통 수단 및 산불 두 곳에서 배출되는 온실 가스를 줄이고	
그 과정에서 공기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있다.	

제2조. 청정 자동차 및 청정 대기 신탁 기금

80203. 청정 자동차 및 청정 대기 신탁 기금의 조성

(a)	 주 재무국에 청정 자동차 및 청정 대기 신탁 기금을	
설립한다.	

(b)	다른 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이 모두 적용된다:	

(1)	 이 기금은 특별 기금으로,	 일반 기금 또는 기타 주	
기금이나 계좌와는 영구적으로 분리되고 구분된다.	

(2)	 이 기금과 이 기금 내의 하위 펀드 및 계좌를,	 신탁	
기금,	신탁 하위 펀드,	또는 신탁 계좌라고 한다.	

(c)	 본 목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기금에 예치되었거나 예치되어야 하는 자금 및 그	
자금으로부터 받은 이자는,	 일반 기금이나 기타 주	
재무국에서 운영하는 기금에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차용,	대출,	또는 이전될 수 없다.	이 기금과 이 기금 내의	

(f) 이는 캘리포니아주의	 GHG	 저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내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에 투자함으로써 숙련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수천 개의 친환경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g) 기후변화와 산불 재난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기후변화가 심해질수록 산불 또한 더욱 심해져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탄소가 대기 중으로 더 많이	
배출된다.	 캘리포니아에서 산불 문제가 계속 악화되면서	
기후 변화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무위로 돌아가고 있다.	
2020년에만 산불로	 2,400만 대 이상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양과 동일한	 GHG가 배출되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는 산불로 인해 발전소보다 더 많은	GHG를	
배출하고 있다.	

(h) 본 목은 자원을 더 보충하여,	특히 산불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후 목표,	 경제,	 가정과 지역 사회,	 그리고	
가정보건에 부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산불을 조속히	
진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i) 교통 및 산불은	 GHG	 배출의 주요 원인일 뿐 아니라	
미립물질 및 연기를 발생시켜 직접적으로 대기를	
오염시키며,	이로 인해 대기 질을 악화시키고 우리의 건강	
및 삶의 질을 위협한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민 중	 90%	
이상이 한 해 동안 유해 수준의 대기오염물질을 마시고	
있다.	 미국에서 스모그가 가장 심한 도시	 10곳 중	 7곳은	
캘리포니아에 있다.	 치명적인 산불 확산 사례가	
늘어나면서 주 전역의 대기질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또한 이로 인해 생명과 재산이 파괴된다.	유해 연기 발생	
일수는	 2016년 이후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이고에서	
230%,	 샌호세에서	 400%	 증가했다.	 산불 연기는	
대기오염물질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 호흡 시 유해하고,	
특히 어린이,	노인,	임산부,	심장이나 호흡기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	 교통 및 산불로 인한	 GHG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캘리포니아주의 대기 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j) 캘리포니아주의 미래와 더불어,	 기후 목표를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한 역량은 보다 청정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산불 재난을 줄이는 것에 달려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부유한 개인은 우리 주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몫의 납부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세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그 차이를 채우기 위해서는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계층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하여야		한다.	

(k)	본 목은 청정 교통 수단 부문과 산불 참사의 예방 및	
진압을 통하여 우리의 기후 변화 목표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세대 간 공공투자 자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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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 당 육십만 달러($600,000)의 제한은	 10년마다	
도시 소비자 물가 지수(CPI-U)에 의해 측정된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주 재무국은 이 호에서	
요구되는 조정 사항을 계산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80205. 기금의 하위 기금

제80204절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의 재무 감사 및	
회계 감사관의 성과 감사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공제 및	
이전한 뒤,	회계 감사관은 기금에 남은 자금을 다음의 하위	
기금에,	다음과 같은 액수를 할당 및 이전하여야 한다:	

(a)	 이 기금에 설립된,	 무공해 자동차(ZEV)	 인프라 투자	
계획 하위 기금에	35퍼센트.	

(b)	이 기금에 설립된,	무공해 자동차 및 친환경 모빌리티	
하위 기금에	45퍼센트.	

(c)	 이 기금에 설립된,	 산불	 GHG	 배출 감소 하위 기금에		
20퍼센트.	

80206. 기금 내 자금의 지속적인 책정

정부 규정 제13340절에도 불구하고,	 세금 환급에 대한	
지불을 제외하고,	제80205절에 따른 기금 내 하위 펀드에	
예치된 모든 자금과 해당 자금으로부터 받은 이자는 회계	
연도와 상관없이 다음에 따라 지속적으로 책정된다:	

(a)	 제2장(제80210절 이하)에 명시된 목적에 한하여	
위원회에 대한 무공해 자동차 인프라 투자 계획 하위	
기금의 모든 자금.		

(b)	 제3장(제80217절 이하)에 명시된 목적에 한하여 주	
정부 위원회에 대한 무공해 자동차 및 친환경 모빌리티	
하위 기금의 모든 자금.	

(c)	 제4장(제80223절 이하)에 명시된 목적에 한하여	
부서에 대한 산불 온실 가스 배출 감소 하위 기금의	
모든		자금.	

80207. 관리

(a)	(1)	이 기금의 자금을 받는 위원회,	부서,	주 정부 위원회 및	
기타 주 또는 기타 정부 기관은 관리 비용으로 기금 내 하위	
기금이나 계좌의 자금 또는 기금 내 하위 기금이나 계좌에서	
받은 자금의	5	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본 관의 목적 상,	 "관리 비용"은 공공 지원에 대한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b)	 위원회,	 부처 및 주 정부 위원회는 자금을 무공해	
자동차 인프라 투자 계획 하위 기금,	 무공해 자동차 및	
친환경 모빌리티 하위 기금,	 산불 온실 가스 배출 감소	
하위 기금 및 하위 기금 내의 계좌에	 7월	 1일부터	 6월	
30	일까지의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지출하고 분배하여야	

하위 펀드나 계좌에 예치된 자금은,	그 자금으로부터 받은	
이자를 포함하여,	 본 목의 특정한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기금의 상태를 신탁 기금 및 특별 기금,	
또는 기금 내 자금의 차용,	 전용,	 배정,	 또는 본 목과는	
다른 방법으로 예치되어야 하는 자금으로 변경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	

80204. 기금 감시 및 책임

(a)	캘리포니아주 주민은 이 기금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이	
연기나 중단 없이 본 목에서 제시된 목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에 대한 무조건적인 관심을 선언한다.	
본 절의 목적은 감독 및 책임 구조를 규정하여 주민의	
의사가 실현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b)	 (1)	 법무장관은 예치된 자금의 오용이나 무단 사용,	
기금 또는 기금 내 하위 펀드나 계좌에서의 배분을	
신속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민사상 벌금이나	
형사상 벌금 및 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2)	법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기타 구제책에 더하여,	본 목에	
따라 제공된 자금 수령자가 그 자금을 본 목 또는 본 목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서 허가하지 않은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최종 사법 또는 행정 심판,	
합의,	또는 의결로 결정되었다면,	해당 수령인은 본 목에	
따라 제공되는 추가 자금을 받을 자격이 영구적으로	
박탈된다.	 본 목의 목적 상,	 "자금 수령자"는 이 세부	
법안에 따라 지속적인 배당을 받는 주 기관 또는 부처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본 관에 따라 법무장관에 의하여 회수된 모든 벌금은	
법무장관이 보관하여야 한다.	

(c)	당파성이 없는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은 기금의 자금을	
받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2년에 한 번 독립적인 재무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은 그	
결과를 주지사와 입법부의 양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대중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d)	 4년마다,	 회계 감사관은 본 목에 한하여 자금이	
지출되고 소비된다는 것을 보장할 목적으로 이 기금의	
자금을 받는 활동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성과 감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지사와 입법부의 양원에	
보고하여야 하고,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대중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e)	(1)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과 회계 감사관은	(c)관에서	
요구하는 재무 감사 및	 (d)관에서 요구하는 성과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기금의	
자금에서 별도로 상환 받아야 하며 그 금액은 감사 당	
육십만 달러($600,00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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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책정은,	 자산의 유효 수명이나 가치와는 관계없이	
다음에 대한 책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A)	제2절(제80210절 이하)에 따른 무공해 자동차의 연료	
공급 또는 충전소와 그 건설 및 배치에 대한 금전 보상	
또는 보조금.	

(B)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이 무공해 자동차를 구매하였을	
경우,	3장(제80217절 이하)에 따른 무공해 경차,	중형 및	
대형 차량 구매에 대한 금전 보상 또는 보조금.	

(2)	 (A)	 캘리포니아 주가 캘리포니아 헌법 제XIII	 B조의	
목적에 따른 책정 한계를 초과하여 세입을 얻은 회계 연도	
또는 해당 세입이 발생한 다음 회계 연도 동안에,	위원회	
및 주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이 장에 제시된	
목적을 위하여만 지출할 수 있는 세금 환급의 방법으로	
금전 보상 및	 2장(제80210절 이하)과	 3장(제80217절	
이하)에 따라 제공되는 기타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다.

(B)	 위원회 및 주 위원회는 재정 국장의 서면 요청을	
통해서만 금전 보상 및	 (A)목에 따른 기타 보조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 및 주 정부 위원회는 이 호를	
시행하는 데 있어 재무부와 협력하여야 한다.	

80209. 대체 불가능

(a)	(c)관에 제시된 바를 제외하고,	기금 내 자금은 본 목에	
기술된 목적 및 목표를 증가 및 향상시키는 데에 사용되며	
위의 목적 및 목표를 위하여 기존의 기타 세입을 대체할	
수는 없다.	

(b)	 위원회,	 부처 및 주 정부 위원회는 매년	 (a)관을	
준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세한 보고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c)	(a)관에도 불구하고,	보건 및 안전법	26목	5편	8.9장 제
3조(제44274절 이하)에 따른 대기 질 개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립된 청정 자동차 리베이트 프로젝트에 대한	
기금의 감축이나 폐지는,	본 절을 위반하지 아니한다.	

제2장. 무공해 자동차 인프라 프로그램 

제1조.	본 장의 목적

80210. 목적	

이 장의 목적은 캘리포니아 주 교통 수단 부문에서 다음의	
방법으로 온실 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a)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에 대하여 집이나 직장의 장소와	
무관하게 무공해 자동차를 충전하는 것이 디젤 또는 휘발유	
자동차에 급유하는 것보다 접근 가능하고 편리하게 하는 것.	

(b)	제25229절 또는 관련 있는 주 정부 기관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거주하고,	 근무하고,	 여가를 즐기는 장소에서	
무공해 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한다는	

한다.	 본 목에 따라 설립된 프로그램은 동일하게	 7월	 1
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고 자금을 마련하여야 한다.	

(c)	본 목이 요구하는 프로그램 설계 및 기금 할당에 대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위원회,	부처,	주 정부 위원회는 기타	
적절한 지방,	지역,	주 및 연방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d)	 기금 내 어떤 자금도 전기 관련 공익 법인에 대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허가하는 방식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

(1)	 주주의 돈으로 법에 따라 강제되는 투자를	
회피하는		것.

(2)	전기 시스템을 더 안전하게 하는 효력을 가진 본 목을	
통해 마련된 자금으로 공공 투자 수익을 올리는 것.	

(e)	 교통 수단 및 산불에서 방출되는 온실 가스 감소를	
목표로 하는 신속한 노력을 위하여,	 위원회,	 부처 및 주	
위원회는 늦어도 본 목의 발효일 이후 도래하는	 1월	 1일	
이전에는 금전 보상을 제공하여 본 목에 제시된 지출을	
시작하려는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80208. 기금에 예치된 세입 및 기금에서 지출된	
세입의		처리

(a)	본 절은 주 내 온실 가스의 주요 원인인 교통 수단과	
산불 두 곳에서 배출되는 온실 가스를 줄이고자 하는 본	
목의 목적 및 주체에 대한 가장 큰 공공 투자를 보장하려는	
의도를 갖는다.	

(b)	특별 신탁 기금 세입

(1)	 기타 상반되는 법에도 불구하고,	 세입 및 조세법 제
17044절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과 이자와 벌금은 포함하고	
환급은 제외한 세금의 징수를 통하여 얻는 세입은,	 일반	
기금과는 영구적 및 최종적으로 별도 분리된 특별 기금 및	
신탁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기금 내의 자금은 본 목의	
목적 상 회계 연도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배당 되어야 한다.	

(2)	 기타 상반되는 법에도 불구하고,	 (1)호에 기술된 세금의	
징수로 얻은 세금과 세입은 정부 규정 제목2의	4부	2편	1장(제
16300절 이하)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따른 일반 기금의 일부로	
간주되지 아니하고,	 캘리포니아 헌법 제XVI조 제8절 및 그	
시행 법규의 목적 상 일반 기금 세입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캘리포니아 헌법 제XVI조 제8절	 (a)	 관과	 (b)관 및 그 시행	
법규의 목적 상	"일반 기금 세입,"	"주 정부 세입,"	"자금,"	또는	
"세금의 일반 기금 수익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c)	적격한 자본 경비 지출 및 세금 환급 책정

(1)	 정부 규정 제7914절에 기술된 적격한 자본 경비	
프로젝트에 더하여,	캘리포니아 헌법 제XIII	B조 제9절	(d)
관에 사용된 바와 같은	 "적격한 자본 경비 프로젝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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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전자가 무공해 자동차 충전소에 도착하기 전에 충전	
또는 연료 공급에 대한 값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여 충전	
또는 연료 공급 가격의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가격	
투명성.	

(3)	무공해 자동차 충전 또는 연료 공급 인프라가 장기간	
계속해서 잘 유지되고,	 운영되고,	 이용 가능할 것임을	
보장하는 장기적인 신뢰성.	

(4)	 전력망의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전자와 단체	
사업자가 충전 및 부하 관리에서 받는 혜택을 보장하는	
전력망 지원.	

(5)	전력망이 기타 관련 있는 주 정부 기관과의 협력하여	
무공해 자동차의 충전을 지원할 수 있고,	신뢰를 유지할 수	
있으며,	무공해 자동차 관련 적재량과 자동차 배터리 내의	
에너지 저장이 지니는 유연한 특성의 이점을 취할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견고한 전력망.	

(6)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이 무공해 자동차 연료 공급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평한 접근성.	

80212. 계좌

(a)	 무공해 자동차 인프라 투자 계획 하위 기금 내의	
자금은 하위 기금에 개설된 다음의 계좌에	
예치되어야		한다:	

(1)	(d)관에 제시된 바를 제외하고,	인프라 접근 계좌에	50
퍼센트.	

(2)	 (1)호에 따라 인프라 접근 계좌에 예치되고 남은	
자금은 일반 인프라 계좌에 예치되어야 한다.	

(b)	인프라 접근 계좌 내 자금은 프로젝트와 활동,	저소득	
계층 및 사회적 빈곤 계층의 주민에 대한 혜택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c)	 2023년	 7월	 1일부터 최소	 5년 간의 회계 연도 동안,	
위원회는 다음에 따른 최소한의 지출이 인프라 접근 계좌	
및 일반 인프라 계좌 내 자금에 대하여 적용된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1)	 본 장 제3조(제80213절 이하)로 승인된 프로그램,	
프로젝트 또는 활동에 최소	20퍼센트를 지출하여야 한다.	

(2)	 본 장 제4조(제80214절 이하)로 승인된 프로그램,	
프로젝트 또는 활동에 최소	10퍼센트를 지출하여야 한다.	

(3)	 본 장 제5조(제80215절 이하)로 승인된 프로그램,	
프로젝트 또는 활동에 최소	10퍼센트를 지출하여야 한다.	

(4)	 본 장 제6조(제80216절 이하)로 승인된 프로그램,	
프로젝트 또는 활동에 최소	10퍼센트를 지출하여야 한다.	

분석에 따라 위원회에서 확인한 주 내의 무공해 자동차	
인프라 또는 전력망의 차이를 줄이는 것.	

(c)	승객용 무공해 자동차 연료 공급 인프라에 대한 사회적	
빈곤 계층,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계층의 지역 사회의	
접근성을 높이고,	 위의 지역 사회에 위의 승객용 무공해	
자동차 인프라의 배치를 늘리며,	 위의 소비자들과 함께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고,	 대기 질을 향상시키면서,	 위의	
지역 사회 및 소비자들에게 전반적인 혜택을 홍보하는 것.	

(d)	 주의 전력망이 본 목에 의하여 가속화되는 청정	
자동차의 세상에 대비하여 준비되었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	

(c)	 캘리포니아의 제조업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면서 국내 온실 가스 배출 감소 목적을	
달성하는		것.	

제2조. 주		
에너지 자원 보전	

	및 개발 위원회에 의한 시행	

80211. 시행	

(a)	위원회는 주 내에 무공해 자동차 충전소의 건설,	계획,	
배치,	운영 또는 유지,	무공해 자동차 충전소 설치 인력을	
위한 자격증 프로그램,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이 장에서	
이용 가능한 보상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인식을	
높이고,	교육을 받는다는 것을 보장함에 있어 필요한 공공	
교육 지원에 대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무공해 자동차	
인프라 투자 계획 하위 기금 및 해당 하위 기금에 설립된	
계좌 내의 기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직접 지출,	
환불,	보조금,	정액 보조금,	또는 대출을 목적으로 무공해	
자동차 인프라 투자 계획 하위 기금 및 해당 하위 기금에	
개설된 계좌 내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b)	 위원회는 이 장의 목적이 지연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모두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사업	
위원회,	 해당하는 전기 관련 공익 법인,	 그리고 해당하는	
지방 공공 전력 회사와 협의 및 협력하여야 한다.	

(1)	 전기공급사업은 계획,	 설계 및 계량의 공익 측면에	
관한 필수 인프라를 건축하며,	 그 작업에 대하여 적시에	
자금이 조달된다:	

(2)	어떤 활동도 전력망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없다.	

(c)	 위원회는 이 장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데 있어 다음 모든 원칙에 따르되,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1)	 운전자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무공해 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보장하는 저렴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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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	(a)관에 기술된 자금은 환불,	정액 보조금,	보조금,	
보조금을 받는 대출 또는 승객용 무공해 자동차에 대한	
빠른 연료 공급 인프라의 배치를 위한 직접 지출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저소득 계층 및 사회적 빈곤 계층을 위한	
프로젝트,	 현장 충전 인프라가 제공될 수 없는 다가구	
거주지 건물,	도심,	공항 및 기타 위원회에서 승객용 무공해	
자동차에 대한 빠른 연료 공급 인프라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우선하여 할당하여야 한다.	
추가로,	위원회는 비상 탈출 루트 상 주요 인프라가 있는	
장소의 프로젝트에 우선하여 할당하여야 한다.	

(c)	 캘리포니아주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방 정부와	
협업하여야 하며,	위의 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는 데 걸리는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승객용	
무공해 자동차에 대한 빠른 연료 공급 인프라의 설치를	
위한 허가 및 지대 설정을 하여야 한다.	

(d)	빠른 연료 공급 인프라의 설비,	유지,	운영 및 설치의 제	
3자 제공자에 대하여 자금을 직접 수여하는 경우,	
위원회는 경쟁 절차에 기반하여 자금을 수여하여야 한다.	

(e)	 주는 승객용 무공해 자동차에 대한 빠른 연료 공급	
인프라의 설치를 위한 부지로서 설치가 실행 가능하고,	
합리적이며,	 비용 효율적이고,	 더 나아가 본 목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국유 재산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무공해 중형 및 대형 차량 연료 공급 인프라

80216. 무공해 중형 및 대형 차량 충전 인프라를 위한	
자금 조성

(a)	인프라 접근 계좌 및 일반 인프라 계좌 내 자금은 이 절에	
제시된 바와 같이 무공해 중형 및 대형 차량에 대한 빠른 충전	
인프라의 배치를 위한 자금을 조성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b)	(1)	(a)관에 기술된 자금은 환불,	정액 보조금,	보조금,	
보조금을 받는 대출 또는 무공해 중형 및 대형 차량에 대한	
빠른 충전 인프라의 배치를 위한 직접 지출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무공해 중형 및 대형 차량에 대한	
빠른 충전 인프라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우선하여 할당하여야 한다.	

(c)	캘리포니아주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방 정부와 협업	
하여야 하며,	위의 연료 공급 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는 데	
걸리는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이 절에 따른 중형 및 대형 무공해 자동차에	
대한 연료 공급 인프라의 설치를 위한 허가 및 지대 설정을	
하여야 한다.	

(d)	 (1)	 2026년	 7월	 1일부터,	 인프라 접근 계좌 내 최대	
잔액은 직전	 2년 간의 회계 연도 동안 연간 계좌에	
예치되는 평균 금액의	200퍼센트가 되어야 한다.	

(2)	인프라 접근 계좌에 최대 잔액 이상의 금액이 예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타 해당 계좌에 예치되어야 하는	
자금은 일반 인프라 계좌에 대신 예치되어야 한다.

제3조. 다가구 거주지	
	무공해 자동차 충전소

80213. 다가구 거주지 무공해 자동차 충전소

(a)	 인프라 접근 계좌 및 일반 인프라 계좌 내 자금은	
다가구 거주 건물의 거주민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다가구	
거주 건물 또는 인근 충전소의 건설,	계획,	배치,	운영 또는	
유지를 위한 자금을 조성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b)	 이 절에 따라 자금을 할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전력망의 운영 및 비용 효율성을 보조하는 충전 하드웨어	
또는 시스템을 고려하여야 한다.	

(c)	충전소 건설,	계획,	설비,	유지,	운영 또는 설치의 제	3자	
제공자에 대하여 자금을 직접 수여하는 경우,	 위원회는	
경쟁 절차에 기반하여 자금을 수여하여야 한다.	

제4조.	1인 가구 거주지	
	무공해 자동차 충전소

80214. 1인 가구 거주지 무공해 자동차 충전소	

(a)	인프라 접근 계좌 및 일반 인프라 계좌 내 자금은 이	
절에 명시된 바와 같이	1인 가구 거주지 건물에 충전소 및	
전기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을 조성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b)	 (1)	 (a)관에 기술된 자금은 환불,	정액 보조금,	보조금	
또는 배선,	 도관,	 전기 패널 업그레이드 및 구매 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2단계 충전 하드웨어 또는 충전	
시스템의 설치를 포함하는 전기 작업에 관한 직접 지출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이 절에 따라 자금을 할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전력망의	
운영 및 비용 효율성을 지원하는 충전 하드웨어 또는	
시스템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승객용 무공해 자동차에 대한 빠른 연료	
공급		인프라

80215. 승객용 무공해 자동차에 대한 빠른 연료 공급	
인프라를 위한 자금 조성

(a)	인프라 접근 계좌 및 일반 인프라 계좌 내 자금은 이	
절에 제시된 바와 같이 승객용 무공해 자동차에 대한 빠른	
연료 공급 인프라의 배치를 위한 자금을 조성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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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에게 위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교육 받는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 교육	
지원에 대한 기금을 조성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b)	수송 차량은 캘리포니아 주 내 온실 가스 배출의 가장	
큰 원인이다.	 수송 차량의 온실 가스 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소 시키기 위해,	주 정부 위원회는	2023년	7월	1일부터	
5년 이상의 회계 연도 동안,	 무공해 자동차 및 친환경	
모빌리티 하위 기금에 예치된 자금 총액의 최소	3분의	2를	
주에서 운영하는 승객용 무공해 자동차의 배치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프로그램,	 목적 및 활동에 할당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80219. 계좌

(a)	 (c)관에 제시된 바를 제외하고,	 무공해 자동차 및	
친환경 모빌리티 하위 기금 내의 자금은 하위 기금에	
개설된 다음의 계좌에 예치되어야 한다:	

(1) 무공해 자동차 주식 및 대기질 계좌에 오십 퍼센트.	

(2) 무공해 자동차 일반 계좌에 오십 퍼센트.	

(b) 무공해 자동차 주식 및 대기질 계좌의 자금은 주로	
저소득·취약 지역 계층에게 혜택을 주는 기금 프로그램에	
할당되어야 한다.	무공해 자동차 주식 및 대기질 계좌에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는 제3조(제80220절	
이하)에 설명된 프로그램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	 (1)	2026년	7월	1일 이후부터 무공해 자동차 주식 및	
대기질 계좌의 최대 잔액은 직전	2	회계 연도 동안 계좌에	
예치되었던 연 평균 금액의	200	퍼센트가 되어야 한다.	

(2) 무공해 자동차 주식 및 대기질 계좌가 최대 잔액 또는	
그 이상인 경우,	무공해 자동차 및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용	
펀드로 이체된 자금의	100	퍼센트는 무공해 자동차(ZEV)	
일반 계좌에 예치된다.	

제3조. 온실가스 감축,	적당한 가격,		
형평성 및 대기질 프로그램

80220. 적격 프로그램

본 장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는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 학생들이 무공해 자동차를 타고 통학할 수 있도록	
무공해 스쿨버스에 대한 교부금,	 보조금,	 대출 또는 기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b) 주민들이 무공해 자동차를 이용해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무공해 대중교통 버스에 대한 교부금,	보조금,	대출	
또는 기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d)	무공해 중형 및 대형 차량에 대한 충전 인프라의 설비,	
유지,	운영 및 설치의 제	3자 제공자에 대하여 자금을 직접	
수여하는 경우,	 위원회는 경쟁 절차에 기반하여 자금을	
수여하여야 한다.	

(e)	주는 무공해 중형 및 대형 차량에 대한 충전 인프라의	
설치를 위한 부지로서 이 절에 따른 설치가 실행 가능하고,	
합리적이며,	 비용 효율적이고,	 더 나아가 본 목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국유 재산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장. 무공해 자동차 구매 가능성 프로그램 

제1조.	본 장의 목적

80217. 목적

이 장의 목적은 캘리포니아 주 교통 수단 부문에서 다음의	
모든 방법을 실시하여 온실 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a)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무공해 자동차를 접근	
가능하고 부담 없도록 하는 것.	

(b)	캘리포니아 주 온실 가스 배출의 가장 큰 원인인 수송	
차량들을 가능한 빠르게 무공해 자동차로 전환하는 것.	

(c)	 온실 가스 배출을 감축하면서 저소득 지역사회 및	
사회적 빈곤 지역사회에서 대기 질 개선이라는 이점에	
초점을 맞추어 중형,	 대형 및 오프로드 자동차를 무공해	
자동차로 전환하는 것.	

(d)	 자동차 소유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무공해 청정	
모빌리티 선택에 대한 접근을 높이는 것.	

(e)	중간 소득,	저소득		및 사회적 빈곤에 놓인 지역사회와	
소비자들에게 무공해 자동차에 대한 접근성 및 비용	
합리성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지역사회와 소비자들에게	
무공해 자동차의 보급을 늘리며,	 해당 소비자들과 함께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고,	대기 질을 향상 시키면서,	해당	
지역사회 및 소비자들에게 전반적인 혜택을 홍보하는 것.	

(f)	온실 가스 배출을 최대한 빠르게 감소 시킬 수 있도록,	
높은 활용도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수송 차량들을 가능한	
빠르게 무공해 자동차로 전환하는 것.	

(g)	 캘리포니아의 국내 제조업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는 것.	

제2조. 	
주 대기 자원국에 의한 시행

80218. 시행

(a)	주 위원회는 무공해 자동차 및 친환경 모빌리티 하위	
기금 및 하위 기금 내에 개설된 계좌 내의 자금을 환불,	
대출,	 정액 보조금,	 보조금 및 기타 이 장에 따라 승인된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보상,	 그리고 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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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80228절	 (a)관	 (2)호 및	 (3)호에 설명된 기타	
캘리포니아 거주자의 신청서.	

(c) (1) 제80228절	 (a)관	 (1)호에 설명된 캘리포니아	
거주자는 신규 출시된 무공해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임대할	
때 환불 가능한 판매 시점 리베이트를 받을 자격이 있다.	
해당 리베이트 금액은 면허가 있는 자동차 딜러 및 기타	
금융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2) 본관	 (1)호에 설명된 캘리포니아 거주자에 대한	
리베이트 금액 및 자격은 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리베이트 금액과 자격을 결정할 때,	주 위원회는 본 절의	
결과로 신규 출시 무공해 자동차를 임대하거나 구입할 수	
있게 되는 캘리포니아 거주자의 수를 최대한 늘리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	

(d)	 (1)	 80228절	 (2)호 및	 (3)호에 설명된 캘리포니아	
거주자는 캘리포니아에서 사용할 신규 출시 무공해	
자동차의 구입이나 임대에 충당할 판매 시점 리베이트를	
구입한 차량 당 받을 수 있다.	 본 관에 따라 제공된	
리베이트는 무공해 자동차 일반 계좌에서 자금을	
조달한다.	

(2)	제80228절	(a)관	(2)호 및	(3)호에 설명된 캘리포니아	
거주자에 대한 리베이트 금액 및 자격은 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주의 무공해 자동차 및 기후 목표를 충족하는	
수준으로 환급 금액 및 할당을 결정해야 한다.	

(3) 환급 금액 및 자격을 결정할 때,	 주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교통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	주 위원회는	80217절의	(b)
관 및	(f)관에 설명된 목적을 증진시킬 방향으로 해당 관에	
따른 리베이트 금액과 자격을 설정해야 한다.	

(e) 주 위원회는	 80217절의	 (b)관 및	 (f)관에 설명된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함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하는 한,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단일 회계 연도에 받을	
수 있는 리베이트의 수 또는 총액에 대해 합당한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f)	 (b)관에 열거된 우선순위에 따라,	주 위원회는 무공해	
자동차 일반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매 회계연도 말까지 본	
장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본 조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로	
지출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5조. 본 장을 준수하기 위한 최소 소유 요건 또는	
임대		요건

80222. 최소 등록 요건

무공해 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대할 때 본 장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	주 위원회는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차량을 차량국에 등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c) 정부와 기업이 중형,	 대형 및 오프로드 농업 및 건설	
무공해 자동차를 매입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보조금 및	
교부금을 제공한다.	

(d) 자본이 없거나 높은 신용이 없는 주민들이 신규	
무공해 자동차 혹은 중고 무공해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제공한다.	

(e) 주민들이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구식 차량을 폐기하고	
새 무공해 자동차 또는 기타 무공해 모빌리티 옵션으로	
교체하도록 지원한다.	

(f) 농업 종사자 및 기타 주민들이 무공해 카풀을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g)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더불어 디젤 오염으로 과중한	
부담을 떠앉는 지역사회에 지역 대기질 혜택을 제공한다.	

(h)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친환경 모빌리티	
옵션에의 접근을 더욱 용이하게 한다:	

(1)	전기 자전거	

(2)	자전거 공유	

(3) 자전거 전용 도로 보호	

(4) 대중교통 환승 패스	

(i) 제4조(제80221절 이하)에 따라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제4조. 신규 출시		
무공해 승용차 승객 인센티브 프로그램

80221. 신규 출시 무공해 승용차 승객 인센티브	
프로그램

(a) (1) 주 위원회는 본 조에 따라 신규 출시 무공해	
승용차 승객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2) 무공해 자동차 일반 계좌의 자금은 본 절에 명시된	
대로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신규 출시된 무공해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게 주 위원회에서 정한	
리베이트,	 지원금,	 보조금 및 기타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무공해 자동차 주식 및	
대기질 계좌의 자금 역시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b)	 본 절에 따라 자금을 분배할 때,	 주 위원회는 다음	
순서에 따라 신청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1) 제80228절	 (a)관	 (1)호에 설명된 캘리포니아	
거주자의 신청서.	

(2) 제80228절	(a)관	(2)호 및	(3)호에 설명된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제출한,	 높은 활용도를 목적으로 한 무공해	
승용차 승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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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불 예방 및 진압에 필요한 부서별 상시·임시	
소방관의 확보·주거·훈련 및 채용.	

(2) 카메라 및 위성 네트워크를 포함한,	고도의 산불 감지	
및 모니터링 시스템.	

(3)	 화재에 취약한 지역사회의 화재 진압 및 안전	
인프라		개선.		

(4) 가정과 지역사회 주변의 방호 시설을 개선.	

(5) 저소득 지역에 초점을 둔 주택 개선·보수를 위한	
보조금.	

(6)	산림 회복 프로그램,	처방화입,	유역 복구 및 관리,	식생	
관리 등을 포함한 지원 활동 및 프로그램.	

(b) 본 절에 따라 자금을 지출할 때	(a)관 제(1)호에 우선	
순위가 부여된다.	

80227. 비대체	

(a) 산불 온실가스 배출 절감 전환 펀드의 자금과 전환	
펀드에 설정된 계좌는 본 장에 설명된 목적을 위해 충당된	
기존 자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는 데 사용된다.	

(b) 캘리포니아주는 산불 온실가스 배출 절감 전환 펀드의	
자금과 전환 펀드에 설정된 계좌가 본 장에 설명된 목적을	
위해 충당된 기존 자금을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증명할	
책임을 진다.	

제5장. 정의

80228. 정의

본 목의 목적에 비추어,	 다음의 용어는 단·복수형에	
관계없이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a) "캘리포니아 거주자"는 이하 모두를 의미한다:	

(1)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개인	

(2) 캘리포니아 내에 직원이 있거나 재산을 소유한 법인	

(3)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	

(b) “도심”은 주거,	 소매,	 사무실 및 오락 시설이 밀집한	
도시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시에서 의도한 통합	
지방자치단체 내의 지역을 말한다.	

(c) "위원회"는 제15목 제3장(제25200절 이하)에 따라	
설립된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를 말한다.	

(d) "부처"는 제1목 제2.5장(제700절이하)에 따라	
설치된 산림 및 소방부를 말한다.	

(e) "전기 공공사업"은 공공사업 전기 회사 또는 지역	
공공소유 전기회사를 말한다.	

제4장. 산불 온실가스 배출 감소 

제1조.	본 장의 목적

80223. 목적	

본 장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심각한 산불로 인한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면서 그로	
인한 대기 오염도 줄일 수 있는 충분한 소방 능력을	
캘리포니아주와 지방 정부가 갖추도록 보장한다.	

(b) 산불 진압,	 예방,	 완화,	 회복력 및 준비 태세를	
개선하고,	 보다 자연스럽고 안전한 화재 대응 체계를	
복원하고 유지하여,	 캘리포니아에서	 심각한 화재로 인한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인다.	

(c)	온실 가스 배출을 포함하여,	심각한 산불 사건이 인명,	
필수 인프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	 예방 및	
억제한다.	

(d) 산불 예방 시행 활동을 추진한다.	

제2조. 산불 예방,	완화 및 진압 자원

80224. 계좌

(a)	 산불 온실가스 배출 절감 전환 펀드의 자금은 전환	
펀드 내에 개설되는 다음의 계좌에 예치해야 한다:	

(1) 캘리포니아주 소방국장 예방 및 진압 계좌에 이십오	
퍼센트.	

(2) 일반 예방 및 진압 계좌에 칠십오 퍼센트.	

(b)	 2024년	 7월	 1일부터	 2030년	 6월	 30일까지	 6번의	
회계연도 동안,	 일반 예방 및 진압 계좌에 예치된 돈의	
최대	 25	 퍼센트를 산불 예방 및 회복 활동에 사용해야	
한다.	 그러한 활동은 제80226절	 (a)관의	 (4)호부터	 (6)
호에 설명된 활동을 포함한다.	

80225. 캘리포니아주 소방서의 화재 예방 및 진압 노력

(a) 캘리포니아주 소방서 화재 예방 및 진압 계좌의	
자금은 본 절에 설명된 산불 예방 및 진압 노력을 위해 주	
소방서가 배타적으로 분배하고 사용할 수 있다.	

(b)	캘리포니아주 소방서는 소방 서비스의 교육 및 훈련의	
질을 개선하고,	주 내 소방관에 대한 전문 표준을 설정하기	
위해 설립된 주 전역 수습 위원회와 함께 주 소방서 화재	
예방 및 진압 계좌에서 자금을 지원 받을 화재 예방 및	
진압 활동을 선정해야 한다.	

80226. 추가 화재 예방 및 진압 자원

(a) 해당 부처는 일반 예방 및 진압 계좌의 자금을	
캘리포니아주 내 산불을 예방,	관리 및 진압하기 위한 추가	
활동에 사용해야 한다.	자금은 다음 중 하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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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주 위원회"는 보건 및 안전법 제26목 제1편 제1장(제
39000절 이하)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	
위원회를 의미한다.	

(s)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은 캘리포니아주,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특별 지구 또는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공공	
기관,	공공 기구 또는 기타 하위 정치 조직이나 공기업을	
말한다.	

(t) "무공해 자동차"	 또는	 "ZEV"는 주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 위원회의 무공해 자동차(ZEV),	고급 친환경 트럭	
또는 기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아 무공해 운행에 대한	
규정 준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	

(u) “ZEV	 연료 공급”은 전기 자동차 배터리 충전을	
의미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제6장. 자금의 재할당

80229. 자금 할당 비율 수정

(a) (1) 제80212절	 (c)관에서 정한 자금 할당 비율은 본	
절에 명시된 대로	 2028년	 6월	 30일 이후에 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있다.

(2) 제80218절	(b)관에서 정한 자금 할당 비율은 본 절에	
명시된 대로	 2028년	 6월	 30일 이후에 주 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있다.

(b) (1)	(a)관에서 정한 자금 할당 비율을 수정하려면 최소	
1회의 이해관계자 워크숍을 포함한 최소	 30일의 의견	
수렴 기간을 두어 공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정 내용은	1
년 또는 수년 단위의 투자 계획과 일치해야 한다.	

(2) (1)호에 따라 수정하는 경우,	 위원회와 주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자문 위원회를 소집하여	 1년 또는 수년 단위	
투자 계획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공해야 한다.	

(c) 위원회와 주 위원회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할	
때까지	(a)관에서 정한 자금 할당 비율에 대해 수정 제안을	
할 수 없다.	

(1)	 할당 비율을 수정하는 것이 본 목의 목적에 더욱	
부합하는 지를 확인한다.	

(2)	 할당 비율 수정이 본 목의 목적에 어떻게 더욱	
부합하는 지 설명하는 보고서를 발행한다.	

(f) “급속 연료 공급 인프라”에는	150kW	DCFC	충전기와	
수소 충전소 등의 고전력 전기 자동차 충전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g) "기금"은 고유 명사로 사용되는 경우 제80203절에	
따라 설립된 청정 자동차 및 청정 대기 신탁 기금을	
말한다.	

(h)	"온실가스"	또는	"GHG"는 이산화탄소(CO[2]) ,	메탄
(CH[4]),	 질소 산화물(N[2]O),	 육불화황
(SF[6]),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및	
캘리포니아 산업 법령		제목17	제95102절에 정의된 기타	
불소화된 온실가스를 말한다.	

(i) “높은 활용도 목적”은 구매자가 해당 무공해 자동차로	
연간 평균	 25,000마일 이상을 주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문서로 알리는 경우를 말한다.	

(j)	  “레벨	 2	 충전소”는 표준 포트 또는 유도 충전 또는	
기타 충전 시스템과 결합하거나 상호 작용하기 위해	208-
250V의 표준 정격 전압,	 15-90A의 표준 암페어 및	 SAE	
J1772	표준 수 플러그를 사용하는 충전소를 말한다.	

(k) "면허 자동차 딜러"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자동차 판매	
면허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l) “지역 공공소유 전기회사”는 공공 유틸리티 법	
224.3절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m) (1) “저소득·취약 지역”은 다음 중 하나를 말한다:

(A) 보건 및 안전법	 39711절에 따라 캘리포니아 환경	
보호국에서 확인한 취약 지역.	

(B) 보건 및 안전법 제39713절	 (d)관 제(2)호에 설명된	
저소득 지역.	

(2) “저소득·취약 지역”에는 본관 제(1)호	(A)목에 설명된	
지역 외에 있지만	 0.5마일 이내에 있는 지역으로서 보건	
및 안전법 제39713절	(d)관	(1)호에 정의된 저소득 가구가	
포함된다.	

(n) “다세대 주거용 부동산”은	 4개를 초과하는 주거	
단위를 갖춰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부동산을 말한다.	

(o) “무공해 승용차”는 차량법 제465절에 정의된	
승용차로서	 "무공해 자동차"의 정의에도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p) "공공사업 전기회사"는 공공 유틸리티법 제218절에	
정의된 전기회사로서 공공 유틸리티법 제216절에 명시된	
"공공 사업"의 정의에도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q) “단일세대 주거용 부동산”은	4개 또는 그 이하의 주거	
단위를 갖춰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부동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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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 (a)관에도 불구하고,	2030년	1월	1일 이후 연속	3
년 동안 주 전체 온실 가스 배출량이 보건 및 안전법 제
39607.4절에 따라 요구되는 온실 가스 기록에 보고된	
1990년 캘리포니아주 전체 온실 가스 배출량 보다 최소	
80%	 낮은 경우,	 본 법의 규정은 본 관에 명시된 대로	
무효가 된다.

(2) (a)관 제(1)호에 설명된 본 법의 절은 제(1)호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된 역년의 다음 해	 1월	 1일에	
무효가		된다.	

(3) (a)관 제(2)호에 설명된 본 법의 절은 제(1)호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된 역년의 마지막 날 이후 다음	 6월	
30	일에 무효가 된다.	

(c) 공공자원법의 제47목(제80200절 이하)이 무효화 된	
후,	주 의회는 청정 자동차 및 청정 공기 신탁 기금에 남아	
있는 모든 자금을 본 법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할당해야 한다.	

(d) 본 절에 따라 무효화되는 본 법안의 모든 절은 이로써	
해당 절이 무효화된 날짜로부터	1년 후에 폐지된다.	

제4절. 분리 가능성.	

본 법률의 조항은 분리가 가능하다.	관할 법원의 결정으로	
본 법안의 절,	관,	호,	항,	조목,	문장,	구절,	단어 또는 적용의	
일부가 무효화된 경우,	 그러한 결정은 본 법안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은 본 법안이나 그 적용의 일부가 차후에 무효로	
확인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 또는 위헌성이 확인되지	
않은 본 법안과 모든 부분,	절,	관,	호,	항,	조목,	문장,	구절,	
단어 또는 적용을 채택할 것임을 선언한다.	

제5절.	상충되는 발의 법안 및 상충되지 않는 발의 법안.

캘리포니아주 주민은 이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	상충되는 발의 법안	

동일한 주 전역 선거 투표용지에 본 발의 법안 및 다른	
발의 법안,	 또는 교통 및 산불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 세입을 늘리는	
법안이 제안된 경우,	 그러한 기타 발의 법안(들)은 본	
법안과 상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본 발의 법안이 더 많은	
찬성 투표수를 얻는 경우,	 본 법안의 조항이 전체적으로	
효력을 가지며 다른 발의 법안의 조항은 무효가 된다.	

(b)	상충되지 않는 발의 법안.	

(1) 본 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IV조	1절 및 제II조	
제8절에 따른 주 전체 유권자의 발의권 행사이다.	

제7장. 개정

80230. 목의 개정

(a)	 (1)	 (2)호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이 본 목과	
일치하고 본 목의 목적을 증진한다는 전제 하에,	 의회는	
의사록에 입력된 호명 투표에서	 3/4의 동의를 받아 주	
의회를 통과한 법령으로 본 목을 개정할 수 있다.	

(2)	법령이 본 목과 일치하고 본 목의 목적을 증진한다는	
전제 하에,	의회는 의사록에 입력된 호명 투표에서	2/3의	
동의를 받아 주 의회를 통과한 법령으로	80207절	(a)관을	
개정할 수 있다.	

(b)	2021년	10월	1일 이후와 본 목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제정되어 본 목의 내용을 개정하는 어떠한 법령도 해당	
법령이	 (a)관의 요건에 따라 통과되지 않는 한 본 목이	
발효된 날 이후에는 효력이 없다.	

제2절. 제17044절은 세입 및 조세법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17044. (a)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각 과세	
연도에 대해,	본 편에 의해 부과되는 다른 세금에 더불어,	
납세자의 과세 소득 중 이백만 달러($2,000,00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75%의 세율로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	

(b) 제2목 제10.2편(제18401절 이하)을 적용할	
목적으로,	 본 절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은 제17041절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취급한다.	

(c) 다음은 본 절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에	
적용되지		않는다:	

(1) 신용의 할당에 관한 제17039절의 규정	

(2) 소득세의 세율표 및 소득세 과세 등급의 재산정에	
관한 제17041절의 규정	

(3) 소득세 합산 환급에 관한 제17045절 규정	

(d) 본 절에 의해 부과된 세금에서 발생하는 세입은	
공공자원법 제80203절에 의해 설립된 청정 자동차 및	
청정 공기 신탁 기금에 예치된다	

제3절. 만료

(a) (b)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법안의 조항은	
다음과 같이 무효가 된다:	

(1) 세입 및 조세법 제17044절은	 2043년	 1월	 1일부로	
효력을 상실한다.	

(2) 공공자원법 제47목(제80200절 이하)는	 2043년	 6월	
30일부로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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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31 
캘리포니아 헌법 제II조 제9절의 조항에 따라	2019-2020	
정기의회(2020년 법령 제34장)의 상원 법안 제10호에서	
상정한 본 법안을 주민투표를 위해 제출한다.

본 발의안은 보건 및 안전법 에 새로운 절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새로 추가되는 조항은	 이탤릭체로 표시하여	
신규 조항임을 나타낸다.	

상정된 법안
제1절. 제5조(제104559.5절 이하)는 보건 및 안전법 제
103목 제3편 제1장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제5조. 담배 판매 금지

104559.5. (a) 본 절의 목적 상 다음과 같이 용어들을	
정의한다:

(1)	"특징적 향미"는 담배의 맛과 향 외에 특징적인 맛,	향,	
또는 둘 다로서 담배 제품 또는 담배 제품에 의해 생성된	
부산물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을 말한다.	특징적 향미에는	
과일,	 초콜릿,	 바닐라,	 꿀,	 사탕,	 코코아,	 디저트,	 알코올	
음료,	멘솔,	민트,	윈터그린,	허브 또는 향신료와 관련된 맛	
또는 향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첨가물이나	
향미료를 사용하거나 사용 또는 성분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 만으로 담배 제품이 특징적 향미를 갖는다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특징적 향미는 본 정의의 첫	
번째 문장에 설명된 대로 특징적인 맛이나 향,	또는 그들	
둘 다로 구성된다.

(2)	 “성분”이란 담배,	 물 또는 재생 담배를 제외한 모든	
성분,	물질,	화학물질 또는 화합물을 의미하며,	담배 제품의	
가공,	 제조 또는 포장 중에 제조업체가 담배 제품에	
추가하는 것이다.

(3) "가향 물담배 제품"은 특징적 향미를 만드는 성분이	
포함된 모든 물담배 제품을 말한다.

(4) "가향 담배 제품"은 특징적 향미를 만드는 성분이	
포함된 모든 담배 제품을 말한다

(5) “물담뱃대”는 물을 통해 에어로졸을 끌어들이기 위한	
길고 유연한 튜브가 있어서 물담배 또는 기타 담배 제품을	
피우는 데 사용되는 일종의 수관을 의미한다.	물담뱃대의	
구성 요소에는 머리,	줄기,	그릇 및 호스가 포함될 수 있다.

(6) “물담배 및 담배 소매업자”는 물담배 제품,	물담뱃대	
및 물담배 흡연 액세서리를 다루는 담배 소매업체를	
말한다.

(7) “라벨링”은 담배 제품 또는 그 포장에 쓰였거나	
인쇄된 그림 또는 그래픽을 말한다.

(2) (A) 주 의회,	지방 의회 및 지역 유권자의 세금,	수수료	
및 비용 채택 절차를 다루는 기타 발의 법안은 제(1)호에	
설명된 헌법적 권한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헌법적 권한을	
처리한다.	이러한 발의 법안에는 법무장관이 최초에 제21-
0026번 및	 	 제21-0042번으로 지정한 발의 법안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 교통 및 산불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포함하지 않는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 소득세를 인상하는 기타 발의 법안은 별도의	
구분되는 주제를 다룬다.	 이러한 발의 법안에는	
법무장관이 최초에 제21-0022번으로 지정한 발의 법안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3)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II조 제10절	(b)관의 목적상,	본	
발의 법안은 제(2)호에 설명된 발의안과 충돌하지 않는다.	
해당 발의안들은 별도로 구분되는 헌법상 권한과 주제를	
다루기 때문이다.	유권자는 이로써 본 발의 법안과 제(2)
호에 기술된 발의 법안들이 대립되고 이율배반적인	
선택지들이 아님을 선언한다.	유권자는 본 발의 법안과 제
(2)호에 기술된 발의 법안들이 모두 같은 선거에서	
승인되는 경우,	 본 발의안과 다른 발의 법안(들)은 모두	
완전한 효력과 효과를 갖게 한다는 의사를 이로써	
자유롭고 분명하게 표현한다.	

(c)	 본 발의 법안이 유권자의 승인을 받았지만 동일한	
선거에서 유권자가 승인한 다른 상충되는 발의안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가 대체되고 이후에 그 상충되는 법안이	
무효로 결정되는 경우,	본 법안이 자체적인 실행력을 갖고	
완전한 효력을 발휘한다.	

제6절. 자유해석주의.

본 법안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II조 및 제IV조에 의거하여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의 발의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본 법안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유롭게 해석되어야 한다.	

제7절. 상태.

다른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유권자 승인 이후에 주 정부	
또는 정부 관리자가 본 법안의 합헌성을 옹호하지 못한	
경우,	캘리포니아주의 기타 주 정부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은	
해당 소송이 캘리포니아주 재판소 또는 연방 재판소에	
계류되어 있거나,	항소 중이거나,	캘리포니아 대법원 또는	
미국 대법원에 의해 재량에 따라 심리 중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본 법안의 합헌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체의	
법원 소송에 본 법안의 합헌성을 옹호할 목적으로	
캘리포니아주를 대신하여 개입할 권한을 가진다.	 해당	
소송을 변호하는 데 드는 합당한 수수료와 비용은 사법부에	
책정된 자금으로 부담하며,	이는 즉시 지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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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들 전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주장한 경우,	 담배 제품이 가향 담배	
제품이라는 반박 가능한 추정이 성립한다.

(c) (b)관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물담배 및	
담배 소매업자의 가향 물담배 제품 판매에	
적용되지		않는다:

(1) 물담배 및 담배 소매업자가 사업 및 직업법 제8.6목 제
2장(제22971.7절 이하)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담배 제품	
판매 면허를 소지한 경우.

(2) 물담배 및 담배 소매업자가	21세 미만의 자가 업소에	
존재하거나 들어오는 것을 항상 불허하는 경우.

(3) 물담배 및 담배 소매업자는 담배 제품 판매와 관련된	
모든 관련 주법 및 지방법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4) 물담배 및 담배 소매업자의 업소에서 담배 제품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물담배 및 담배 소매업자는 담배	
소매 업소에서의 담배 제품 사용과 관련된 모든 주법 및	
지방법(노동법	6404.5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d) (b)관은 제품을 업소에서만 구매하여 그곳에서만	
사용하는 시가 라운지에서 판매되는 프리미엄 시가	
판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 (b)관은 루스 리프 담배 또는 프리미엄 시가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f) 본 절을 위반하는 담배 소매상 또는 담배 소매상의	
대리인 또는 직원은 유죄로 간주되며 각 위반 행위마다	
이백오십 달러($250)의 벌금에 처한다.

(g) 본 절은 담배 제품의 이용에 본 절에서 부과하는	
제한보다 더 엄격한 제한을 부과하는 지역 기준의 적용에	
우선하거나 이를 금지하지 않는다.	 담배 제품 이용을 더	
엄격히 제한하는 지역 기준과 본 절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더 엄격히 제한하는 지역 기준이 우선한다.

제2절. 본 법률의 조항은 분리가 가능하다.	이 법의 조항	
또는 그 적용이 무효인 경우,	해당 무효 조항 또는 그 적용	
없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른 조항과 그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절. 캘리포니아 헌법 제XIII	B조 제6조에 따라 본	
법안에 의거한 어떠한 배상도 요구되지 아니한다.	본 법안이	
정부 규정	17556절의 의미 내에서 새로운 범죄 또는 위반을	
생성하고,	범죄 또는 위반을 제거하거나 범죄 또는 위반에	
대한 처벌을 변경하거나,	또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XIII	B조	6
절의 의미 내에서 범죄의 정의를 변경하는 것으로 인해 지방	
기관 또는 학교 지구에 의한 비용만이 발생한다.

(8)	 “루스 리프 담배”는 잘리거나 파쇄된 파이프 담배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파우치 형태로 판매된다.	다만 외관,	
유형,	 포장 또는 라벨링에 비추어 사용하기 편하고 직접	
만드는 담배(손으로 만 담배 포함)로 소비자에게 제공되거나	
소비자가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담배 제품은 제외한다.

(9) “포장”은 담배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위해	
제공하는 포장,	상자,	판지 또는 모든 종류의 용기,	혹은 다른	
용기가 없는 경우 셀로판 등을 포함하는 모든 포장을 말한다.

(10) "프리미엄 시가"는 기계를 사용하여 대량 생산되지	
않은 수제 시가로서,	전체가 담배 잎으로 만들어진 싸개가	
있으며 도매 가격이 십이 달러($12)보다 적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프리미엄 시가에는 필터,	팁 또는 담배로 만들어지지	
않은 입 대는 부분이 없으며 손으로 끝을		막는다.

(11) “소매점”은 다음을 모두 의미한다.

(A) 담배 제품이 소매 단위로 판매되는 건물.

(B) 자판기.

(12) "판매"	 또는	 "판매된"은 세입 및 조세법 제30006
절에 정의된 판매를 말한다.

(13) “물담배 제품”은 물담뱃대에서 연소되거나	
그러하도록 의도된 담배 제품을 말한다.	"물담배 제품"에는	
물담뱃대 담배,	 물담뱃관 담배,	 마아셀(maassel),	 수연통
(narghile)	 및 아르길레(argileh)가 포함되며 이러한	
이름으로 언급될 수 있다.	 "물담배 제품"은 전자 물담배,	
전자 담배 또는 전자 담배 상품 등의 전자 장치를 제외한다.

(14) "담배 제품"은 제104495절의	 (a)관의 제(8)호에	
정의된 담배 제품을 의미하며,	 해당 조항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다.

(15) "담배 제품 향미 증강제"는 담배 제품에 첨가될 때	
특징적 향미를 생성하도록 설계,	 제조,	 생산,	 홍보 또는	
판매되는 제품을 말한다.

(16) “담배 소매상”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소매점에서	
대중에게 직접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활동에 관여하는	
자를 말한다.	 "담배 소매상"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자판기를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b) (1) 담배 소매상 또는 담배 소매상의 대리인 또는	
직원은 가향 담배 제품 또는 담배 제품 향미 증강제를 판매,	
판매 제안 또는 그에 준하는 의도를 지녀서는		안된다.

(2)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대리인 또는 직원이 그들의	
대리 또는 고용 과정에서 소비자 또는 대중에게 담배	
제품에 특징적인 향미가 있거나 이를 만들어 낸다(담배	
제품에 특징적인 향이 있음을 명시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전달하는 제품 라벨 또는 포장의 텍스트,	 색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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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우편 투표 기간은 2022년 10월 11일부터 
11월 8일까지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오늘 투표하세요! 
모든 캘리포니아 등록 유권자는 2022년 11월 8일 총선거에 필요한 우편투표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우편 투표 기간은 늦어도 10월 10일까지 우편 투표용지가 우편으로 발송되자마자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일찍 알려주십시오! 10월 11일 투표 기간부터 11월 8일 투표 마감기한까지 우편 
투표 용지를 반송하십시오.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2022년 11월 8일 선거일 또는 그 이전에 방문해 
주십시오. 많은 카운티에서 조기 투표 기간 동안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투표소가 개설될 것입니다.  

caearlyvoting.sos.ca.gov 혹은 vote.ca.gov 에서 가까운 투입함 또는 조기 투표소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잠정적 투표
투표소나 투표 센터의 유권자 명단에 이름이 없습니까?
여전히 잠정적 투표용지로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잠정적 투표용지란 무엇입니까?
잠정적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기 전에 특별한 봉투에 담아 두는 일반 투표용지입니다. 잠정적 
투표용지는 투표장소나 투표 센터의 공식 유권자 등록 명단에 이름이 없어도, 자신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등록이 되었다고 믿는 유권자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유권자가 투표 장소나 투표 센터에서 직접 투표하기를 원하지만 우편 투표 용지를 받지 못했거나 
직접 투표하기 전에 제출할 우편 투표 용지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잠정적 투표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잠정적 투표용지가 집계됩니까?
예, 귀하의 잠정적 투표용지는 귀하가 해당 카운티에서 투표하도록 등록되어 있고 해당 선거에 
아직 투표하지 않은 것을 선거 공무원이 확인한 이후에 집계될 것입니다.

잠정적 투표용지는 투표를 위해 등록한 카운티 내의 모든 투표장소나 투표 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투표할 자격이 있는 선거 경합에만 인정이 될 것입니다.

잠정적 투표용지 상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잠정적 투표용지로 투표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투표용지가 집계되었는지, 만일 집계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신의 카운티 선거 공무원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의 잠정적 투표용지의 상태는  
voterstatus.sos.ca.gov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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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법안 소개
투표용지 법안이란 무엇입니까?
발의안이라고도 하는 주 투표용지 법안은 유권자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제안된 법입니다. 통과하려면 
과반수(최소 50% +1)의 투표가 필요합니다.

투표용지 법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투표용지에 포함됩니다:
• 주 입법부 또는
• 청원서에 서명을 모으는 시민들

주 투표용지 법안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2022년 11월 8일 총선거 투표용지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투표용지 법안이 포함됩니다.

발의
• 발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캘리포니아 주 헌법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투표용지에 발의 법안을 포함하려면 발의 제안자가 등록된 유권자들의 청원 서명을 모아야 합니다
• 발의가 통과하려면 과반수의 투표가 필요합니다

국민표결
• 국민표결은 입법부가 채택한 법률을 거부하려는 시도를 가진 법안입니다
• 법이 제정되는 것을 막으려면 제안자가 해당 법안이 제정된 후 90일 이내에 등록된 유권자들의 청원 

서명을 모아야 합니다
• 유권자가 찬성 투표보다 반대 투표를 더 많이 하는 경우, 해당 법은 거부됩니다. 유권자가 찬성 투표를 더 

많이 하는 경우, 해당 법은 제정됩니다

입법부 헌법 개정
입법부가 제안한 캘리포니아 헌법 개정은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 입법부 각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 투표하여 승인
• 과반수 득표로 통과되어 법으로 제정

만	16세에 사전 등록.	만	18세에 투표.
사전 등록이란 무엇입니까?
만 16세 또는 만 17세이면서 기타 모든 유권자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면, registertovote.ca.gov 에서 유권자 사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만 16세 및 만 17세는 registertovote.ca.gov에서 종이로 된 유권자 등록 양식으로 사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 등록을 한 캘리포니아 주 청소년이 만 18세가 되는 경우, 해당 유권자 등록이 유효하게 됩니다. 
등록 요건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registertovote.ca.gov 를 방문하십시오.

아래의 간편한 2단계를 통해 사전 등록을 하십시오:
1. registertovote.ca.gov 방문하기
2. “유권자 사전 등록(Pre-register to Vote)” 버튼 클릭하기

만 18살 생일에 자동으로 유권자 등록이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또한 주 국무부 웹 사이트인 vote.ca.gov 를 방문하시거나, 무료 유권자 직통 전화인 
(866) 575-1558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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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티 선거 사무소
Alameda 카운티
(510) 272-6973
www.acvote.org
Alpine 카운티
(530) 694-2281
www.alpinecountyca.gov/
Amador 카운티
(209) 223-6465
www.amadorgov.org/government/
elections
Butte 카운티
(530) 552-3400 또는 (800) 894-7761 
(Butte 카운티 내) 
www.buttevotes.net
Calaveras 카운티
(209) 754-6376 또는 (209) 754-6375
www.elections.calaverasgov.us
Colusa 카운티
(530) 458-0500 또는 (877) 458-0501
www.countyofcolusa.org/elections
Contra Costa 카운티
(925) 335-7800
www.cocovote.us
Del Norte 카운티
(707) 464-7216
www.co.del-norte.ca.us
El Dorado 카운티
(530) 621-7480 또는 (800) 730-4322
www.edcgov.us/Elections
Fresno 카운티
(559) 600-8683
www.fresnovote.com
Glenn 카운티
(530) 934-6414
www.countyofglenn.net/dept/elections/
welcome
Humboldt 카운티
(707) 445-7481
www.humboldtgov.org/Elections
Imperial 카운티
(442) 265-1060 또는 (442) 265-1074
www.co.imperial.ca.us/regvoters
Inyo 카운티
(760) 878-0224
https://elections.inyocounty.us/
Kern 카운티
(661) 868-3590
www.kernvote.com
Kings 카운티
(559) 852-4401
www.votekingscounty.com
Lake 카운티
(707) 263-2372
www.lakecountyca.gov/Government/
Directory/ROV.htm
Lassen 카운티
(530) 251-8217
www.lassencounty.org/dept/county-
clerk-recorder/elections
Los Angeles 카운티
(800) 815-2666
www.lavote.net

San Joaquin 카운티
(209) 468-8683 또는 (800) 400-5009
www.sjcrov.org
San Luis Obispo 카운티
(805) 781-5228 또는 (805) 781-5080
www.slovote.com
San Mateo 카운티
(650) 312-5222
www.smcacre.org
Santa Barbara 카운티
(805) 568-2200
www.sbcvote.com
Santa Clara 카운티
(408) 299-8683 또는 (866) 430-8683
www.sccvote.org
Santa Cruz 카운티
(831) 454-2060
www.votescount.com
Shasta 카운티
(530) 225-5730 또는 (888) 560-8683
www.elections.co.shasta.ca.us
Sierra 카운티
(530) 289-3295
www.sierracounty.ca.gov/214/Elections
Siskiyou 카운티
(530) 842-8084 또는 
(888) 854-2000 내선 8084
www.sisqvotes.org
Solano 카운티
(707) 784-6675
www.solanocounty.com/elections
Sonoma 카운티
(707) 565-6800
https://vote.sonoma-county.org
Stanislaus 카운티
(209) 525-5200
http://www.stanvote.com
Sutter 카운티
(530) 822-7122
www.suttercounty.org/elections
Tehama 카운티
(530) 527-8190
www.co.tehama.ca.us/gov-departments/
elections
Trinity 카운티
(530) 623-1220
www.trinitycounty.org/Elections
Tulare 카운티
(559) 624-7300
http://tularecoelections.org/elections/
Tuolumne 카운티
(209) 533-5570
www.co.tuolumne.ca.us/elections
Ventura 카운티
(805) 654-2664
www.venturavote.org
Yolo 카운티
(530) 666-8133
www.yoloelections.org
Yuba 카운티
(530) 749-7855
www.yubaelections.org

Madera 카운티
(559) 675-7720 또는 (800) 435-0509
www.votemadera.com
Marin 카운티
(415) 473-6456
www.marinvotes.org
Mariposa 카운티
(209) 966-2007
www.mariposacounty.org/87/Elections
Mendocino 카운티
(707) 234-6819
www.mendocinocounty.org/
government/assessor-county-clerk-
recorder-elections/elections
Merced 카운티
(209) 385-7541 또는 (800) 561-0619
www.mercedelections.org
Modoc 카운티
(530) 233-6200
www.co.modoc.ca.us/departments/
elections
Mono 카운티
(760) 932-5537 또는 (760) 932-5530
https://monocounty.ca.gov/elections
Monterey 카운티
(831) 796-1499 또는 (866) 887-9274
www.montereycountyelections.us/
Napa 카운티
(707) 253-4321
www.countyofnapa.org/396/elections
Nevada 카운티
(530) 265-1298
www.mynevadacounty.com/1847/
Elections-Voting
Orange 카운티
(714) 567-7600
www.ocvote.com
Placer 카운티
(530) 886-5650
www.placercountyelections.gov
Plumas 카운티
(530) 283-6256 또는 (844) 676-VOTE
www.plumascounty.us/142/Elections-
Division-Home
Riverside 카운티
(951) 486-7200
www.voteinfo.net
Sacramento 카운티
(916) 875-6451
www.elections.saccounty.gov
San Benito 카운티
(831) 636-4016
sbcvote.us
San Bernardino 카운티
(909) 387-8300
www.sbcountyelections.com
San Diego 카운티
(858) 565-5800 또는 (800) 696-0136
www.sdvote.com/
San Francisco 카운티
(415) 554-4375
https://sfelections.sfgov.org

http://www.mendocinocounty.org/government/assessor-county-clerkrecorder-elections/elections
http://www.mendocinocounty.org/government/assessor-county-clerkrecorder-elections/elections
http://www.mendocinocounty.org/government/assessor-county-clerkrecorder-elections/elections
http://www.co.modoc.ca.us/departments/elections
http://www.co.modoc.ca.us/departments/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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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0월 10일
카운티 선거 관리위원회 공무원이 이 날	
또는 그 이전에 투표지 발송을 시작합니다.

10월 11일
우편투표 보안 투표용지 투입함이	
개설됩니다.

10월 11일– 11월 8일
우편 투표용지를 반송하는 투표	
기간입니다.

10월 24일
유권자 등록 마감일입니다.	당일 유권자	
등록은 유권자 등록일 마감 이후	
선거일까지 귀하의 카운티 선거 사무소나	
투표소에서 가능합니다.	

10월 29일
유권자 선택법 적용 카운티에서 조기 투표	
센터가 열리는 첫날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오늘 투표하세요!
조기 우편 투표 기간은 2022년 10월 11일부터 11월 8일까지입니다.
투표소는 2022년 11월 8일 선거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합니다!

10월

11월

기억해야 할 중요 날짜!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직접 투표하거나 우편 투표용지를 반송하는	
마지막 날이며 오후	8시까지입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우편 투표용지에는 늦어도	11월	8일까지의	
소인이 찍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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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해야 할 중요 날짜
10월 10일

카운티 선거 관리위원회 공무원이 이 날 또는 그 이전에 
 투표지 발송을 시작합니다.

10월 11일
우편투표 보안 투표용지 투입함이 개설됩니다.

10월 11일– 11월 8일
우편 투표용지를 반송하는 투표 기간입니다.

10월 24일
유권자 등록 마감일입니다. 당일 유권자 등록은 유권자 

등록일 마감 이후 선거일까지 카운티 선거 사무소나 
투표소에서 가능합니다.

10월 29일
유권자 선택법 적용 카운티에서 조기 투표 센터가 열리

는 첫날입니다.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직접 투표하거나 우편 투표용지를 반송하는 마지막 
날이며 오후 8시까지입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우편 투표용지에는 늦어도 11월 8

일까지의 소인이 찍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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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lish: (800) 345-VOTE (8683) 

TTY/TDD: (800) 833-8683 

Español/Spanish: (800) 232-VOTA (8682) 

中文 /Chinese: (800) 339-2857 

/Hindi: (888) 345-2692 

/Japanese: (800) 339-2865 

/Khmer: (888) 345-4917 

/Korean: (866) 575-1558 

Tagalog: (800) 339-2957 

/Thai: (855) 345-3933 

/Vietnamese: (800) 339-8163

선거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 입법부에서는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투표하는 가정 당 1권만 보내고 상정된 
법안 내용 사본은 요청 시 제공하도록 주 및 카운티에 인가하였습니다. 추가 사본은 귀하의 카운티 선거 관리위원회 

공무원에게 문의하거나 (866) 575-1558로 전화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OSP 22 153402

유권자로 등록되어 있으십니까? voterstatus.sos.ca.gov 에서 확인하십시오
여기에서 투표소를 찾으십시오. “Vote”라고 GOVOTE (468683)에 문자를 보내십시오.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