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총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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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Election Information, 
please call 1-888-873-1000

The City of Los Angeles provides voter information  
in English as well as in the following languages:

Для получения копии данной брошюры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позвоните по номеру 1-800-994-VOTE (8683). 

Այս բրոշյուրի հայերեն օրինակն ստանալու համար 
զանգահարեք 1-800-994-VOTE (8683) հեռախոսահամարով։

선거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  
문의는 1-888-873-1000

Los Angeles시에서는 영어뿐 아니라 다음 언어로도 유권
자 정보를 지원합니다.



유권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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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C-KO1

Los Angeles 카운티 등기 등록국/카운티 사무국은 Los Angeles 시의 행정관입니다.

본 팸플릿은 시의 2022년 11월 8일 시 총선거에 대한 투표 법안 정보만을 담고 
있습니다.

투표소와 같은 선거에 관한 정보는 LA 카운티 (800) 815-2666번으로 문의하시거나 
해당 웹사이트 www.lavote.gov를 방문해주십시오.

2022년 11월

목차

페이지

1 *KO1*



2022년 11월VIP-22

다음 세 페이지는 시 투표 법안의 간소화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 외 정보를 
비롯한 각 법안의 전문은 투표 요약 이후에 인쇄되어 있습니다(목차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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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 Angeles시 제안 LH

제목: 
저소득층 주택 추가에 대한 승인 

쟁점:
귀하는 Los Angeles시가 기금 마련과 시의 개발 요건을 전제로 노숙자와 저렴한 주택 
수요를 해결할 목적으로 시 구역 내에 추가로 최대 75,000세대의 저소득층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Los Angeles시의 공공 단체가 각 시의회 선거구별로 최대 5,000세대의 
저소득층 임대 주택을 추가로 개발, 건설 또는 취득하는 것을 승인하는 법안에 
찬성하십니까?

상황: 
주 헌법 제34조에 따라 지역 정부가 저소득층 임대 주택을 개발, 건설 또는 취득하려면 
유권자의 찬성을 받아내야 합니다. 2008년에 Los Angeles시 유권자는 Los Angeles시 
내에 총합 52,500세대의 저소득층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시의회 선거구별로 3,500세대 
수준의 저소득층 주택에 대해 승인하고 이를 유지하는 투표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현재 몇몇 시의회 선거구에서는 해당 승인 한도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주택부에 따르면 현 수준으로는 노숙자와 적정 가격 주택의 수요를 해결하기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주 법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시의 2021~2029년도 주택 계획(Housing 
Element)은 2029년까지 시에서 저소득층과 초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185,000세대의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제안 내용:
해당 법안은 도시 내에 추가로 총 75,000세대의 저소득층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Los Angeles시의 공공 기관에서 각 시의회 선거구별로 5,000세대의 저소득층 임대 
주택을 추가로 개발, 건설 또는 취득하는 것을 승인하는 법안입니다.

찬성 투표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Los Angeles시의 공공 기관이 각 시의회 선거구별로 5,000세대의 저소득층 임대 
주택을 추가로 개발, 건설 또는 취득하는 것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반대 투표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Los Angeles시의 공공 기관이 각 시의회 선거구별로 5,000세대의 저소득층 임대 
주택을 추가로 개발, 건설 또는 취득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고자 합니다.

본 제안의 전문은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BSLH-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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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 Angeles시 제안 SP

제목: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 토지세 
    
쟁점:
귀하는 개량된 토지에 대해 평방 피트당 약 8.4센트, 특정 프로그램 완료 시 또는 30년 
후에는 약 2.2센트로 낮아지는 세금을 통해 공원과 레크리에이션 센터, 수영장, 놀이터, 
수로, 해변, 녹지, 공터, 보육 및 기타 시설 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Los Angeles
시의 공원 형평성을 높이며, 시민에 의한 관리 감독과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공제를 
포함하는 조례안을 승인하시겠습니까? 

상황: 
1996년에 유권자들은 공원과 레크리에이션 시설에 대한 취득, 개발, 개선 및 복원을 
위한 기금 마련의 목적으로 시 전역에 평가 지구를 조성한 LA for Kids 프로그램을 
내용으로 하는 제안 K를 채택했습니다.  제안 K 기금은 2026-2027 회계 연도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제안 내용:
해당 법안은 평방 피트당 약 8.4센트를 부과하여 연간 약 $2억 2천 7백만을 조달하는 
새로운 토지세를 승인할 것입니다. 토지세는 자금 프로그램 종료 시 혹은 30년 후 중 
먼저 해당하는 시점에 평방 피트당 약 2.2센트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금은 Los Angeles  
동물원과 도심 녹지 공간 등을 포함하는 공터와 레크리에이션 장소, 프로그램,  
Los Angeles 강과 Sepulveda Basin 등을 포함하는 수로와 수자원 계획, 그리고 수영장과 
보육 시설, 놀이터 등의 공원 시설에 대한 재건, 복원, 개선, 개발, 추가, 취득, 운영 
유지에 전용하게 됩니다. 해당 기금은 감독 위원회의 감사와 운영 비용을 지급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기금이 지원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시에 건의할 시민 감독 
위원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건의안은 시의 형평성 지표를 고려해야 합니다.

찬성 투표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공원과 레크리에이션 시설과 연관된 비용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는 기금 
마련을 위한 토지세를 승인하고자 합니다. 
 
반대 투표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공원과 레크리에이션 시설과 연관된 비용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는 기금 
마련을 위한 토지세를 승인하지 않고자 합니다. 

본 제안의 전문은 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BSSP-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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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 Angeles시 발의 조례 ULA

제목: 
부동산 양도세를 통한 적정 가격 주택 및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 자금 지원 

쟁점:
적정 가격 주택 및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가격이 $5백만 
이상인 부동산 매매 또는 양도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채택해야 합니까?

상황: 
Los Angeles에는 집에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의 수는 약 41,000명입니다. 약 63% 의 
가구가 세입자입니다. 적정 가격 주택 및 세입자 프로그램 전용 지역 자금에는 제한이 
있는 상황입니다. 시는 부동산 매매나 양도에 대해 증빙 양도세를 징수하며 이를 통해 
시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적정 가격 주택 및 
세입자 프로그램에 대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격이 $5백만 이상인 부동산에 증빙 
양도세를 추가로 부과할 것입니다. 

제안 내용:
시민이 후원하는 본 투표 발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치가 $5백만 이상이며 $1천만 미만인 부동산의 매매나 양도에 대해 4%의 
세금을 부과한다.

• 가치가 $1천만 이상인 부동산의 매매나 양도에 대해 5.5%의 세금을 부과한다.
• 매년 연쇄 소비자 물가 지수에 근거하여 부동산 가치 임계값을 조정한다. 
• 특정 주택, 비영리 단체 및 공공 기관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
• 유권자에 의해  폐지될 때까지 영구세를 신설한다. 
• 기존 및 신규 프로그램을 위해 연간 약 $6억에서 $11억을 조달한다. 
• 세수의 최소 92%를 Los Angeles시 주택부(Los Angeles Housing Department)가 

관리하는 적정 가격 주택 및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에 사용하며, 관리비에는 
최대 8%를 사용한다.

• 자금 지원과 프로그램에 대해 권고하는 시민 감독 위원회를 만든다.
• 주택 관련 문제에 관해 조언하는 세입자 협의회를 설립한다. 

찬성 투표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적정 가격 주택 및 세입자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가격이 $5백만 
이상인 비면제 부동산의 판매 또는 양도에 대한 세금 부과를 원합니다. 
 
반대 투표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적정 가격 주택 및 세입자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가격이 $5백만 
이상인 비면제 부동산의 판매 또는 양도에 대한 세금 부과를 원하지 않습니다.

본 발의 조례 전문은 3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BSULA-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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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저소득층 주택에 대한 승인.   
제안 LH.

Los Angeles 시의 공공 단체를 승인하여 자금 조달 가능성 및 도시 개발 요건을 
조건으로 노숙자 문제와 적정 가격 주택 수요를 해결할 목적으로 각 시의회 선거구에 
추가로 최대 5,000여 세대의 저소득층 임대 주택을 개발, 건축 또는 획득하는 법안을 
채택해야 합니까?  

TQ2-KO 2022년 11월

공정한 요약
SHARON M. TSO, 수석 입법 분석관 작성

주 헌법 제34조에 따라 지역 정부가 특정 저소득층 임대 주택을 개발, 건설 또는 
취득하려면 유권자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제34조에 따른 인가는 50%가 넘는 
세대수를 저소득층 세대를 위해 제한되는 모든 프로젝트에 요구됩니다. 2008년에 
Los Angeles 시 유권자들은 Los Angeles 시 내에 총 52,500세대의 저소득층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시의회 선거구 별로 3,500세대 수준의 저소득층 주택에 대해 승인하고 
이를 유지하는 투표 법안에 찬성하였습니다. Los Angeles 시 주택부는 현재 제34
조의 인가 수준이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고 시의 적정 가격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1969년부터 California 주는 모든 도시와 카운티가 주택 계획(Housing Element: 
주택요소)을 통해 지역 사회의 주택 수요를 충족하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주택 계획은 모든 지방 정부의 기본 계획(General Plan)의 일부로 
요구되며 8년마다 업데이트하고 주에서 정한 기준과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시의 2021-2029년도 주택 계획은 주 법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2029년까지 시가 
저소득층과 초저소득층 세대를 위해 185,000 세대의 적정 가격 주택을 제공하는 
목표를 정한 상태입니다. 제34조에 따른 시의 현재 총 인가 수준을 올리면 더 
많은 수의 저소득층 및 초저소득층 주택을 개발하고 2021-2029 주택 계획 목표를 
달성하려는 시의 노력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시의 공공기관이 각 시의회 선거구에 추가로 5,000세대의 저소득 
임대주택을 개발, 건설 또는 취득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시 전체에 추가로 75,000
세대의 임대주택을 추가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기금 마련 가능성과 
시 개발 요건을 조건으로 Los Angeles 시에 총합 127,500세대의 저소득층 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제34조에 따른 추가 인가에 대해 유권자가 이를 찬성한다 해도 시 또는 기타 공공 
단체가 인가된 세대 수를 개발, 건축 또는 취득할 것을 요구하거나 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추가 자금 제공을 의무화하거나 시에서 요구하는 
공개 검토 및 기타 개발 과정에서 해당 사업을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안은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효력이 발생합니다.

LH

*K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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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보고서
MATTHEW W. SZABO, 시 행정관 작성

이 법안은 공공 단체가 Los Angeles 시 구역에서 개발, 건축, 취득할 수 있는 저소득층 
임대 주택의 수를 시의회 선거구 별로 5,000세대씩 늘릴 것입니다. California 주 
헌법 제 XXXIV조에 따라 이러한 활동은 유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08년에 
유권자들은 선거구 당 3,500세대 수준의 주택을 승인했으며 이 법안으로 그 수준을 
8,500세대로 늘리게 됩니다. 소수의 선거구들이 3,500세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시가 더 많은 수의 세대를 개발, 건축 또는 취득할 것을 요구하거나 
저소득층 임대 주택을 위해 새로운 원천의 기금을 승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더해 이 법안은 저소득층 임대 주택에 대한 기금 마련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 이유는 가장 큰 자금 원천이 연방 기금 및 유권자가 승인한 공채 자금 조달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의 채택으로 인한 재정적 영향은 없습니다. 

*K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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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LH에 대한 찬성론

제안 LH 찬성에 투표해 주십시오

제안 LH는 Los Angeles시에 최대 75,000개의 적정 가격 주택을 건축, 개발 또는 취득할 
권한을 승인할 것입니다.

Los Angeles의 주택 위기는 나날이 악화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주민들이 주택 
불안과 노숙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Los Angeles시는 2008년 이후로 적정 가격 주택을 
추가로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위기를 해결하는 일에 진지해져야 
합니다.

제안 LH는 단순히 Los Angeles시가 적정 가격 주택의 개발과 취득을 추구하도록 
승인하며, 이에 대한 자금을 대거나, 위치를 정하거나, 승인하지 않습니다.  

제안된 신규 저소득 주택은 여전히 환경 검토, 지역사회 의견 수렴 및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안 LH는 신규 주택이 도시 전역에 개발될 것을 보장하며, 시의 15개 의회 지구 
각각에 5,000개의 주택이 인가됩니다.

본 제안은 모든 새로운 공공 기금의 적정 가격 주택은 유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California 주 헌법의 요건에 따라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LH는 이웃을 거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고, 도시의 모든 주민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싸움에서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제안 LH 찬성에 투표해 주십시오.

제안 LH에 대한 찬성론 서명자

JON DEUTSCH  
회장  
Los Feliz Neighborhood Council   

ALAN GREENLEE 
전무이사
Southern California Association of NonProfit Housing
 

본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AFLH-KO 2022년  11월

이 페이지에 서술된 주장은 작성자의 의견이며, 시 관련 기관에서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K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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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LH

제안된 투표 법안 내용

결의안

 주 헌법 제 XXXIV조에 따라 Los Angeles시의 각 시의회 선거구에 최대 5,000
세대의 저소득 임대주택을 추가로 개발, 건설 또는 취득하기 위한 유권자의 승인을 
제공하는 결의안.

또한, California주 헌법 제 XXXIV조에는 투표 자격이 있는 시 유권자의 
과반수가 승인하면 공공기관이 특정 범주의 저소득 임대주택 사업을 개발, 건설 또는 
취득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8년 11월, 시 유권자들은 시의 이전 조항인 XXXIV조를 통합하고 
유지한 "저소득 임대주택 승인 갱신" 이라는 제목의 제안 B를 승인하였습니다. 이 
제안은 시의회 선거구당 3,500개의 저소득 임대 주택을 허용하고, 저소득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연방 및 주 자금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현재 시의  XXXIV조에 명시된 시의회 선거구당 3,500세대 허가 수준은 
저소득 임대주택을 추가 개발, 건설 또는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고, 무주택과 
적정한 주택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시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5월 1일 현재, 5개 시의회 선거구의 남은 저소득 임대 주택 인가 
세대는 1,000세대 미만입니다.

 또한, 시는 각 시의회 선거구와 시 전체에 저소득 임대주택 사업을 추가로 
개발, 건설 또는 취득하여 무주택을 해결하고 시의 저렴한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제 XXXIV조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 XXXIV조 추가 인가에 대한 유권자 승인은 시, 주 또는 연방 정부가 
인가된 세대 수를 개발, 건축 또는 취득할 것을 요구하거나 보장하지 않으며, 이러한 
목적으로 추가 자금 제공을 의무화하거나 시에서 요구하는 공개 검토 및 기타 개발 
과정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개발 사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Los Angeles 시민들에 의해 다음과 같이 결의 되어야 합니다.

제 1절.  주 헌법 제 XXXIV조에 따라 시 유권자들은 시 공공기관이 저소득자를 
위해 각 시의회 선거구에 최대 5,000세대, 시가 최대 75,000세대의 저소득 임대주택을 
개발, 건설 또는 취득하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제 2절.   본 법안의 승인에 따라 제공된 시의 추가 저소득 임대주택 세대 
인가는 제 XXXIV조에 따라 유권자가 승인한 이전 인가를 포함하여 시의 저소득 
임대주택과 관련한 모든 이전 인가에 추가됩니다.

*K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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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81602  City of LA   Proof #6      5 3/8” x 8 3/8”

제 3절.  시는 이 법안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제  4 절.  본 법안에 포함된 인가 조건은 주 헌법 제 XXXIV조 및 해당 조항을 
해석하는 모든 법률 또는 사례와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제 5절.  이 법안이 선거인단의 과반수에 의해 승인 된 경우, 제 XXXIV조에 
따라 이 법안은 시 유권자에 의해 채택되고 승인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인가 
효력은 시 의회가 선거 결과를 공표한 날로부터 10일 후 발생합니다.

*K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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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 토지세.   
제안 SP.

공원, 레크리에이션 센터, 수영장, 놀이터, 수로, 해변, 녹지, 공터, 보육 및 기타 
시설에 대한 기금 제공과 Los Angeles 시 구역 내의 공원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개량 
토지에 대해 평방 피트 당 $0.08414를 부과하고 특정 프로그램의 완료 시 또는 30년 
경과 후 $0.0222로 낮아지는 세금을 통해 연간 약 $2억 2천 7백만을 조달하며 시민의 
감시와 저소득층 세대에 대한 면제를 포함하는 조례를 채택해야 합니까? 

TQ3-KO 2022년 11월

공정한 요약
SHARON M. TSO, 수석 입법 분석관 작성

1996년에 유권자들은 공원과 레크리에이션 시설에 대한 취득, 개발, 개선 및 복원을 
위해 시 전역의 평가로 연간 $2천 5백만을 조달한 LA for Kids 프로그램(제안 K)을 
내용으로 하는 제안 K의 통과를 승인했습니다. 제안 K는 2026-27 회계연도(Fiscal 
Year, FY)에 만료되며 이로 인해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지원할 기금을 잃게 
됩니다.

제안된 투표 법안은 시가 박물관, 극장, Los Angeles 동물원 등의 공공장소 및 
레크리에이션 장소 뿐만 아니라 Los Angeles 강과 Sepulveda Basin, 호수, 댐, 저수지, 
해변 등의 도시 녹지 공간, 수로, 물 요소 그리고 지역 공원, 레크리에이션 센터, 
수영장, 목욕탕, 보육 시설, 양로원, 산책로, 피크닉 공간, 놀이터, 경기장, 코트, 기타 
개방된 공공 장소 등의 공원 시설에 대한 재건, 복원, 개선, 개발 및 취득 그리고 이와 
함께 해당 시설의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한 기금을 시 내의 개량 부동산 구획에 특별 
토지세를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시 정부 규정을 개정합니다. 특별세 기금은 
공원이 열악한 지역 사회에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시의 형평성 지수를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분배될 
것입니다. 

승인되는 경우, FY 2023-24부터 부과되는 특별 토지세율은 부동산 구획 개선이 
이루어지는 평방 피트 당 $0.08414(매년 약 $2억 2천7백만 조달)이며 자본 프로그램 
완료 시 또는 FY 2053-54 중 먼저 발생하는 시기에 $0.0222(매년 약 $6천만)로 
줄어들게 됩니다. 

해당 법안은 비영리 단체, 저소득층 세대, 정부 기관이 소유하는 토지 구역에 대한 
특별 토지세를 면제합니다. 시는 구획 소유자가 특별 토지세에 대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절차와 지침을 수립할 것입니다. 

시의회가 특별 토지세의 다른  징수방법을 강구하지 않는 한, 그 세금은 카운티에서 
동일한 시간 및 방법으로 부과 및 징수하고, 2023년 7월 1일 이후 카운티에서 
징수하는 재산세와 동일한 이자를 부과합니다. 

SP

*K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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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특별 토지세를 통해 징수하는 기금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 특별 토지세 기금(Parks and Recreational Facilities Special Parcel Tax Fund)”(
이하 기금)이라는 제목의 기금에 예치됩니다. 기금에 예치된 돈은 시의 예비금으로 
귀속되지 않습니다. 기금으로 발생한 모든 이자 수익은 기금에 남아있게 되며, 특별 
토지세를 부과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시민감독위원회가 조례에 의해 설립되어 특별토지세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건의 그리고 특별토지세로 자금을 마련하는 사업,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시행 및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 기금 우선 순위 및 포상을 기준으로 
시민감독위원회가 작성한 사업 권고사항을 심의, 수정, 채택하기 위하여 시장, 시 
행정관 및 최고 입법 분석가로 구성된 행정감독위원회를 조례로 설립한다. 이러한 
권고안은 시가 수시로 개정하는 시 형평성 지수를 고려하고 공원이 열악한 지역 
사회에서 시 공터와 레크리에이션 장소, 시 수로와 물 요소 및/또는 공원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시 감사관은 주법에 따라 기금과 관련된 모든 영수증과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연간 
보고서를 준비하여 시의회에 제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투표한 유권자의 2/3 이상이 승인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정 영향 보고서
          MATTHEW W. SZABO, 시 행정관 작성

제안은 개선된 평방 피트를 기준으로 하여 개선된 구획의 평방 피트 당 $0.08414의 
세율로 새로운 토지세를 부과합니다. 이 세금은 연간 약 $2억 2740만의 수익을 낼 
것으로 예측됩니다. 세수는 공원, 레크리에이션 센터, 수영장, 놀이터, 수로, 해변, 
녹지, 공터, 보육 및 기타 시설에 대한 취득, 운영 및 유지보수 자금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해당 세금은 특정 자본 프로그램 완료 시 또는 2053-54 회계연도 중 먼저 발생하는 
시기에 개선된 평방 피트당 $0.0222로 줄어듭니다. 줄어든 세율로도 연간 약 $6
천만의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프로그램 관리, 운영, 유지보수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용이 특별 토지세 징수를 통해 충분히 조달되기 때문에 이 제안은 시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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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SP에 대한 찬성론

우리 모두는 안전하고 깨끗한 공원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공원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법안 SP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동네 공원의 노숙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 종교 단체, 
비영리 단체 및 사회 봉사 단체와 협력하여 인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공원은 우리 모두가 사용하기에 안전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100,000명이 넘는 LA 아이들은 편성된 방과 후 프로그램과 여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바른길로 가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도와줍니다. 법안 
SP는 이렇게 중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갱단의 활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너무 많은 동네 공원과 레크리에이션 센터가 석면, 곰팡이, 지붕 누수, 안전한 식수 
부족, 충해, 썩은 벽, 열악한 배관, 오래된 가스관 및 하수관, 안전하지 않은 조명 및 
화장실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고령자가 이용할 수 없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법안 SP가 필요합니다.  

법안 SP는 공원과 레크리에이션 센터의 안전한 식수를 유지할 것입니다.  

법안 SP는 동네 공원, 놀이터, 레크리에이션 센터, 경로당 및 기타 시설의 불안전한 
상태를 고쳐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입니다.

법안 SP는 지속적인 가뭄과 싸우고 수질을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법안 SP는 우리의 공원, 해변 및 자연 지역을 깨끗하게 하고, 지역 하천, 강, 호수, 연안 
해역 및 해변에 쓰레기와 오염 물질을 멀리하게 합니다.

법안 SP는 우리의 중요한 지역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합니다. 

법안 SP는 가뭄을 잘 견디는 식물과 놀이터, 조경, 잔디 및 자연 지역에 재활용된 물 
사용을 늘리는 등 물을 보전하여 비용을 절약하고 부족한 지역 식수 공급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법안 SP는 죽은 나무와 마른 덤불을 제거하여 산불 위험을 줄이고 우리 이웃을 
보호합니다.

법안 SP에는 모든 지출에 대한 엄격한 책임과 정보 공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안전하고 깨끗한 공원이 필요합니다. SP 찬성에 투표해 주십시오!

AFSP-KO 2022년 11월

이 페이지에 서술된 주장은 작성자의 의견이며, 시 관련 기관에서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K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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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SP에 대한 찬성론 서명자

JOE BUSCAINO  JIMMY KIM
시의회 의원  총괄 관리자
City of Los Angeles  L.A. City Recreation & Parks

ROBERT ARIAS
의장
San Fernando Coalition on Gangs

GREGORY BOYLE
설립자
Homeboy Industries

CAROLYN RAMSAY
전무이사
LA Parks Foundation

DR. ALICE “SWEET ALICE” HARRIS
설립자
Parents of Watts

AFSP-KO 2022년 11월*KO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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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SP 찬성론에 대한 반박론

제안 SP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은 1,000평방 피트당 $84.14입니다.

1,500평방 피트 주택 소유주는 첫 15년 안에만 추가로 $1,893.15를 내게 됩니다!

납세자들은 이미 공원 유지를 위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나 시는 해당 금액을 유용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다른 부서에 무료로 제공되는 시 서비스 비용을 레크리에이션 공원부
(Recreation and Parks)에게 부과함으로써 현재 공원 관련 예산에서 금액을 유용하고 
있습니다. 레크리에이션 공원부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러한 간접 비용은 현재 전체 
부서 예산 중 23% 이상($4천 3백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2022년 8월 21일의 
www.laparks.org/department) 

제안 SP는 올림픽 비용을 위한 세금입니다.

시의원 Joe Buscaino는 2021년 시의회 발의안에서 세금 인상이 2028년 올림픽을 위해 
레크리에이션과 공원부 시설의 "업그레이드"에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제안 
SP는 30년간 $68억의 세금을 인상하자는 것입니다!

제안 SP 반대에 투표해 주십시오.

추가 정보:
Howard Jarvis Taxpayers Association
213-384-9656
www.NoNewTaxes.net

제안 SP 찬성론에 대한 반박론 서명자

JON COUPAL MICHAEL D. ANTONOVICH
회장 Los Angeles 카운티 감독관
Howard Jarvis Taxpayers Association 1980-2016, 현 은퇴 

JACK HUMPHREVILLE DANIEL M. YUKELSON
Neighborhood Council 예산 지지자  전무이사
 Apartment Association of Greater 
 Los Angeles

RAFSP-KO

이 페이지에 서술된 주장은 작성자의 의견이며, 시 관련 기관에서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1월*KO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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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SP에 대한 반대론

제안 SP 반대에 투표하십시오. 왜냐하면 30년 동안 납세자들에게 수천 달러의 비용이 
부과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안 SP는 모든 주택 소유주에게 매년 주택의 1,000 평방 피트당 $84.14의 비용을 
부담시킬 것입니다. 1,500 평방 피트 주택의 소유주는 첫 15년동안 $1,893.15를 지불하게 
됩니다.

제안 SP에 반대에 투표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는 대규모 세금 인상이기 때문입니다.

1996년에 유권자들은 2026년에 종료되는 공원에 대한 세금 인상에 관련한 제안 K를 
통과시켰습니다. 정치인들은 만료되는 세금을 새로운 세금 인상으로 대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제안 SP로 인해 연간 $2억 2,700만의 세금이 인상될 것입니다. 이는
연간 $2,500만의 비용이 드는 제안 K의 거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제안 SP 반대에 투표하십시오. 이는 올림픽 비용을 지불하려는 부당 과세입니다. 

지난 12월에 Joe Buscaino 시의원은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 개선을 위한 $21억을 
모금하는 투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컨설턴트를 고용하도록 시에 지시하는 발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발의안에는 “시에서 2028년 하계 올림픽을 개최하고 여러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 시설이 다양한 경기를 위한 장소로 사용됨에 따라 필요한 모든 개선 및 수리를 
경기 전에 마칠 수 있게 지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안 SP
는 올림픽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세금 인상안입니다.

필요한 금액의 3배가 넘는 세금 인상안인 제안 SP 반대에 투표하십시오.

예정된 $21억의 세금 인상은 그 액수의  세 배 이상 세금을 올리는 제안 SP로  
바뀌었습니다.  시의회는 더 많은 지출을 원했기 때문에 5월에 시 행정관은 $46억의 
세금 인상을 설명했습니다. 그 후, 6월에 시의회는 대규모 L. A. 강 정비를 포함하여  
세금 인상이 필요한 “기타 잠재적 프로젝트”를 확인했습니다. 제안 SP에는 $68억이 
필요합니다!

제안 SP 반대에 투표해 주십시오.

추가 정보:
Howard Jarvis Taxpayers Association
213-384-9656
www.NoNewTaxes.net

AASP-KO 2022년 11월

이 페이지에 서술된 주장은 작성자의 의견이며, 시 관련 기관에서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KO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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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SP에 대한 반대론  서명자

JON COUPAL
회장
Howard Jarvis Taxpayers Association

MICHAEL D. ANTONOVICH
Los Angeles 카운티 감독관
현 은퇴 1980-2016년

JACK HUMPHREVILLE
Neighborhood Council 예산 지지자

AASP-KO 2022년 11월*KO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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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SP 반대론에 대한 반박론

분명히 하겠습니다. 법안 SP는 올림픽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올림픽은 법안 SP나 해당 지출 계획에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거짓 주장은 
부정직한 정치에 해당합니다. 

법안 SP 기금을 집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LA의 1,100여 개 근린공원, 
놀이터 및 노인, 레크리에이션, 청소년과 커뮤니티 센터를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100,000명 이상의 LA 아동들은 방과후 및 여름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안전한 장소에 
의지하고 있으며, 이는 범죄 조직 활동을 줄이고 아동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지낼 수 
있게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모든 연령대의 모든 Los Angeles 이웃 주민들은 항상 지역 공원과 경로당, 레크리에이션 
센터, 지역 센터 등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1996년도 기금은 고갈 상태에 있습니다. 공공 안전을 개선하고 노숙 문제를 해결하며, 
이러한 주요 공공 장소가 우리 모두 사용하기에 안전하고 청결할 수 있도록 지역 
기금을 연장해야 할 때입니다.

SP 찬성에 투표하십시오 – 우리 모두는 안전한 공원이 필요합니다!  

RAASP-KO

이 페이지에 서술된 주장은 작성자의 의견이며, 시 관련 기관에서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1월*KO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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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SP 반대론에 대한 반박론 서명자

JOE BUSCAINO STEPHANIE VENDIG
시의회 의원 회장
Los Angeles시 Los Angeles 노인 클럽 연맹

EDWARD JAMES OLMOS CANDICE DICKENS-RUSSELL
배우 회장 겸 대표 이사
 Friends of the Los Angeles River

KAREN BASS EVELYN HERNANDEZ
하원 의원 건강 교육자
 Wilmington Community Clinic
 
RICK CARUSO SHANE B. SCOTT
사업가 담임 목사
 Macedonia Baptist Church, Watts

TONY BROWN TRACY QUINN
대표 이사 회장 겸 대표 이사
Heart of Los Angeles Heal the Bay
Programs for Underserved Youth

RAASP-KO
2022년 11월*KO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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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SP

제안된 투표 법안 내용

조례 번호 __________

 Los Angeles시 내의 개선된 부동산 토지에 특별 토지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원, 
레크리에이션 센터, 수영장, 놀이터, 수로, 해변, 녹지, 공터, 보육 및 기타 시설의 재흥, 
교정, 개선, 개발, 추가, 취득 및 해당 운영과 유지보수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제1.18
절을 추가하기 위해 Los Angeles 시정부 규정 제2장 조례를 수정했습니다.

 반면, 1996년, 시 유권자가 채택한 제안 K: LA For Kids 프로그램 (제안 K)
은 시의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의 취득, 개발, 개선, 복원 및 시 공원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시 전역 평가 지구를 조성했습니다. 

 반면, 제안 K프로그램 평가는 2026-27 회계연도에 만료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시 내의 공원 및 레크레이션 시설과 공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자금을 
잃게 됩니다.

 반면, 공원 여가부 추산 약 46억 달러 상당의 공원과 레이크레이션 시설의 
개선 및  신개발 자금을 위한, 새로운 시 전역 평가 프로그램 수립에 관해 직원들에게 
보고하도록 한 두 시의회 발의에 응하여, 2022년 5월 23일 시 행정관은 보고서(CAO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반면, CAO 보고서에서는 토지세, 판매(거래 및 사용)세, 일반공채 및 
총수입세와 같이 공원 시설 및 공원 운영에 자금을 제공하는 다양한 수익 옵션이 요약 
되어 있습니다.

 반면, 2022년 6월 21일 회의에서 시의회는 Los Angeles 동물원, Sepulveda 
Basin, Los Angeles강, 시민 센터, 녹지 및 도시 내 장소,  공터 및 수로의 개선과 관련된 
다른 잠재적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의 필요성을 추가로 확인했으며, 자금이 지원 될 
모든 프로젝트에는 공원 빈약 지역 및 지역사회를 해결하기 위한 형평성 고려 사항이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곧 만료되는 제안 K와 노숙자, 공공 안전, 기반 시설 개선, 그리고 점점 
더 불안정한 경제에 대처하기 위한 시의 다른 우선 사항을 고려할때, 새로운 자금 
조달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면, 공원, 레크레이션 센터, 수영장, 놀이터, 수로, 해변, 녹지, 공터, 보육 
및 기타 시설과 공평한 방식의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시의회는 사전 

*KO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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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81602  City of LA   Proof #5       5 3/8” x 8 3/8”

설정된 자금 수준이나 약속 없이, 운영 및 유지 보수와 함께 "공원 및 레이크레이션 
시설 토지세" 를 제안합니다.

 반면, 특별 토지세를 부과하면 공원, 레크리에이션 센터, 수영장, 놀이터, 
수로, 해변, 복지, 공터, 보육 및 기타 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자금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특별세금의 배치는 공원 빈약 지역 사회에 공원 및 휴양 시설에 대한 
건전한 접근을 재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시의 형평성 지수를 기준으로 우선 처리 될 
것입니다.

 반면, 특별 토지세의 세입이 유권자의 설명과 승인을 받은 목적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시민감독위원회와 행정감독위원회가 설치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Los Angeles 시 시민은
다음과 같이 조례를 정합니다.

 제 1절. 제1.18조를 다음과 같이 Los Angeles 시정부 규정 제2장에 추가합니다.

제1.18조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 토지세

제 21.18.1절.  제목.

 본 조항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 토지세라고 할 수 있다. 

제 21.18.2절.  정의.

 본 조항에 사용되는 다음 단어 및 문구는 본 구절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해석한다.

(a) “AMI”는 Los Angeles시에 적용되며 HUD에서 결정하고 수정된  지역 
중위 소득 또는 중위 지역 가구 중위 소득을 의미한다.

(b) “자본 프로그램”이란  부동산, 장비, 비품 또는 개량의 추가, 재활, 교정, 
개선, 교체, 개발 또는 취득을 의미한다.

(c) “시”는 Los Angeles시, 시자치단체를 의미한다.

(d) “시 공터 및 레크리에이션 장소”는 시가 소유한 시의 공터 및 
레크리에이션 장소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녹지 시민 센터, 레크리에이션 장소, 박물관, 
영화관 및 Los Angeles 동물원등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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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시 수로 및 물 요소" 란 Los Angeles강 및 Sepulveda Basin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고 시가 관할하는 강, 수로, 지류, 호수, 댐, 저수지, 제방, 해변 및 기타 
물의 위치를 의미한다. 

(f) “카운티”는 Los Angeles 카운티를 의미한다.

(g) “회계연도”는 시 헌장 1호의 제3조 제310절에 정의한 시의 회계연도를 
의미한다.

(h) “HUD”는 미국 주택도시 개발부 또는 그 부서를 의미한다.

(i) “저소득”이란 연소득이 AMI의 80%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j) “소유주”란  선취특권일 기준으로 해당 토지를 소유, 청구, 보유 또는 
통제하는 사람을 말한다.

(k) "토지"는 Los Angeles 카운티의 지난 평준화 평가 명부에 표시된 바와 
같이 평가자의 토지 지도 및 토지 번호로 지정된 모든 부동산 단위를 의미한다.

(l) "토지 개량"은 Los Angeles 카운티의 지난 평준화 평가 명부에 표시된 
바와 같이 빌딩, 건축부착된 모든 건물, 구조, 울타리, 시설의 개선을 의미한다.

(m) "공원시설"이란 지역공원, 레이크레이션 센터, 수영장 및 목욕탕, 
화장실, 보육시설, 경로당, 호수, 산책로, 소풍장, 운동장, 지역 학교, 공원 시설, 공원 
관리시설, 운동장 및 코트와 기타 공공 장소등을 포함하지만 한정되어 있지 않은 시의 
공원과 레이크레이션 장소를 의미한다.

(n) “사람"이란 문맥에 따라 개인, 법인, 파트너십, 신탁 또는 유산, 
주식회사, 협회, 유한책임회사, 조합, 단체, 풀, 합작투자  또는 기타 비법인 조직 또는 
그룹을 의미한다.

(o) “특별 토지세”란 본 조항에 의해 부과되는 특별세를 의미한다.

제 21.18.3절.  특별 토지세.

(a) 본 조항에 달리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 내의 모든 토지에 특별 
토지세가 부과된다.  특별 토지세는 회계연도 2023-24년부터 매 회계연도에 부과된다.

(b) 특별 토지세는 소유주가 시에 빚진 채무로 해석한다.

제 21.18.4절.  특별 토지세율.

(a) 각 토지에 부과되는 특별 토지세율은 개선된 토지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평방피트당 $0.08414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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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 21.18.4(a) 항에 따라 토지에 부과되는 특별 토지세율은 시의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시 공터, 레이크레이션 장소, 시 수로 및 물 요소, 공원 시설과 관련한 
자본 프로그램이 갖춰지는 회계연도 다음의 회계연도 초 또는 2053-54년에 토지 이용 
또는 그 일부의 평방피트당 $0.0222로 인하된다.

(c) 시의회는 조례로 세부조항 (a) 또는 (b)에서 정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정할 수 있다.  시의회는 특별 토지세율 인하 이후, 조례로 세부 조항 (b)를 
조건으로 하여 세부조항 (a)에 제시한 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특별 토지세율을 
인상할 수 있다.

제 21.18.5절.  특별 토지세 징수.

(a) 시의회가 특별 토지세의 다른  징수방법을 강구하지 않는 한, 그 세금은 
카운티에서 동일한 시간 및 방법으로 부과 및 징수하고, 카운티에서 징수하는 재산세와 
동일한 이자를 부과한다.

(b) 시의회가 카운티의 징수를 선택하는 경우, 특별 토지세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종가세 고지서에 부과된다.  특별 토지세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종가세 고지서 이후 처음 부과된다.

제 21.18.6절.  면제

(a) 다음 토지는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되는 특별 토지세가 면제된다. 

(1) 특별 토지세의 부과가 미국 또는 California주 헌법에 
위반되는 토지.

(2) 토지의 소유주가 연방 정부, 주 정부, 지방 정부 또는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인 경우.

 (3) California 세입 및 조세법 제21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 단체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단체인 주인이 있는 
토지.

(4) 소유주가 저소득 가구인 구획.

(b) 시는 별도의 조례로 소유주가 본 조항에서 확인된 면제를 신청하고 
허가받을 수 있는 절차와 지침을 제정해야 한다.  면제를 요청하는 소유주는 면제에 
대한 지속적인 자격을 입증하기 위해 매년 정보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

제 21.18.7절.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의 특별 토지세 기금.

시 재무부에는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 특별 토지세 기금”(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이 마련되어 있다.  본 조항에 따라 특별 토지세로 징수된 벌금을 포함한 
이자는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기금에 예치된 돈은 헌장 제302절에 따라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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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기금의 금액은 이자가 붙는 계좌에 예치할 수 있다.  
기금으로 생성된 모든 이자 수익은 기금으로 남아있으며, 본 조항의 특별 토지세를 
부과한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시는 본 조항에 따라 허가된 용도를 처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까지 기금 내에서 별도의 계좌 또는 하위계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21.18.8절.  특별 토지세의 목적.

(a) 기금 내 돈은 미리 설정된 지출 수준 또는 약속 없이 다음 용도로 
사용된다.

(1) 공원 빈약 지역에 시 공터 및 레이크레이션 장소, 시 수로 및 
물 요소, 공원 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시 공터 및 레이크레이션, 시 
수로 및 물 요소, 공원 시설과 관련된 시가 수시로 개정한 시의 형평성 지수를 
고려한 자본 프로그램

(2) 시 공터 및 레이크레이션 장소, 시 수로 및 물요소, 공원 
시설에서 사용하는 비품, 부속품, 쓰레기 및 재활용 용기, 기타 장비 

(3) 시의 공터,레이크레이션 장소, 시 수로,  물 요소 및 공원 
시설을 운영 및 유지하는 비용

(4) 시의 공터,레이크레이션 장소, 시 수로,  물 요소 및 공원 
시설에서 레크리에이션 지향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및 유지하는 비용

(5) 본 절의 하위 단락 (1)과 (2)에 기술된 목적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는 임대 수익 채권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합리적으로 
지불하기 위해 체결한 임대 계약에 따른 임대료 지불.

(b) 기금 내 자금은 제 21.18.11절에 따라 연간 보고서 및 기타 보고서 
준비를 포함하여 기금 내 자금의 사용과 관련된 감사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c) 기금 내 자금은 그 행정 업무의 제공방법 또는 제공실체에 상관없이 
특별 토지세 관리 비용을 납부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기금에 예치된 특별 토지세의 
10% 이하를 이러한 관리비를 지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관리비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 본 조항의 준수 관리, 감독, 집행과 관련한 비용.  이러한 
비용에는 본 조항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관련된 환급, 
감사, 조정,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 본 조항을 실행하기 위한 조례 및 규정 개발에 대한 비용.

(3) 제 21.18.9절과 제 21.18.10절에 기술된 감독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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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카운티를 통한 특별토지세 징수 또는 시의회가 다른 
방법으로 특별토지세 징수하는  방법과 관련된 비용.

(d) 본 조항이나 특별토지세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변호사 비용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해 법적 방어와 시에 대한 변제를 위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 21.18.9절.  시민감독위원회.

특별토지세 및 기금에서 지원받을 사업에 대하여 건의하고, 특별토지세 
기금의 사업지원, 시행 및 실적을 감독하기 위하여 조례에 의해 시민감독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권고안은 공원 빈곤 지역 사회에 시 공터 및 휴양지, 시 수로 
및 물 요소 및 공원 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시에 의해 수시로 개정된 
시 형평성 지수를 고려해야 한다.

제 21.18.10절.  행정감독위원회.

(a) 시민감독위원회가 기금우선순위 및 포상을 기준으로 작성한 
사업권고사항을 심의, 수정, 채택하기 위하여 조례로 행정감독위원회를 설립한다.

(b) 행정감독위원회는 시장, 시 행정관 및 최고 입법분석가 또는 그 
지명자로 구성한다.

제 21.18.11절.  연간 보고서.

 시 감사관은 (i) California 정부법 제 50075.3절 또는 후속 절에 따라 기금에 
대한 모든 수입 및 지출을 식별하는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ii) 제 12463.2(b)절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작성하여 관련 주 당국에 
제공해야한다.  

제 21.18.12절.  환불 및 조정.

 시는 환불, 면제, 조정, 연체, 항소, 기타 과정 및 절차와 관련한 절차 및 지침을 
제정해야한다.

제 21.18.13절.  수정안.

  본 조항은 수정으로 인해 특별토지세가 당초 유권자 승인을 받지 않은 
방식으로 부과, 연장 또는 인상된 경우에만 유권자 투표로 의해 수정될 수 있다. 이러한 
수정에 대한 유권자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시의회는 본 조항을 수정할 수 있다.

제 21.18.14절.  유권자에게 제출.

 본 조항을 제정하는 조례를 시의 유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조항이 
제시한 특별토지세는 투표자의 2/3 이상의 투표로 조례가 의결된 경우에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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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수의 유권자가 조례를 승인하는 경우, 본 조항은 Los Angeles 시정부 규정의 
일부로 간주한다. 

제 21.18.15절.  분리 가능성 조항.

 본 조항의 일부 절, 단락, 문장, 구절 또는 일부가 관할 법원 또는 재판소에 
의해 위헌 또는 무효로 인정될 경우, 본 조항의 나머지 절, 단락, 문장, 구절 또는 일부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며, 이를 위해 본 조항의 조항은 분리 가능하다.  또한 유권자는 
위헌이거나 무효하다고 주장되는 절, 단락, 문장, 구절 또는 일부 없이 본 법안의 모든 
절, 단락, 문장, 구절 또는 일부를 통과시켰다고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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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을 초과하는 부동산의 양도세를 통한 적정 가격 주택 및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 자금 지원.  발의 조례 ULA.

유권자에 의해 종결될 때까지 예외를 포함하여 $5백만을 초과하는 부동산의 
판매/양도에 대해 4%, $1천만 이상 부동산의 판매/양도에 대해 5.5%를 부과하는 
세금을 통해 연간 약 $6억 - $11억을 조달함으로써 노숙 위험에 처한 세입자를 
위한 저렴한 주택 프로그램 및 자원에 대한 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승인하는 조례를 
채택하시겠습니까?   

공정한 요약
SHARON M. TSO, 수석 입법 분석관 작성

 
이 시민 후원 투표 발의안은 적정 가격 주택 및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기금 
마련을 위해 가치가 $5백만을 초과하는 부동산의 판매 또는 양도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시의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에서는 부동산의 판매 또는 양도에 대해 
세금을 징수합니다. 제안된 조례는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 가치가 $5백만 초과, $1천만 미만인 부동산의 판매와 양도에 대해 4%의 
세금 부과; 및

• 가치가 $1천만 이상인 부동산의 판매와 양도에 대해 5.5%의 세금 부과.

매년 연쇄 소비자 물가 지수에 근거하여 과세 대상의 부동산 임계값 한도를 
조정합니다. 자격을 갖춘 적정 가격의 주택과 정부 기관은 세금이 면제될 것입니다.  

이 세금은 연간 $6억에서 $11억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금으로 발생하는 
금액 중 최소 92%는 적정 가격 주택 프로그램에 따른 적정 가격 주택 및 노숙 방지 
프로그램에 따른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기금으로 이용됩니다. 8% 이하를 
프로그램 관리와 보고, 준수, 시행 등에 대한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이 법안의 목적에는 적정 가격 주택의 공급 확대, 세입자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사항 해결, 저소득층 및 소외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의 조직 능력 
구축 등이 포함됩니다.

적정 가격 주택 프로그램은 극저소득층, 초저소득층 및 저소득층 세대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 가격 주택 개발에 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주택은 법에서 허용되는 
경우, 55년 동안 또는 영구적으로 저렴한 수준이 될 예정이며 재판매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을 포함하여 적정 가격 주택에 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 다세대 주택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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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지원 및 저렴한 임대 또는 혼합 임대/주택 소유 프로젝트를 포함할 
수 있으며 주택 중 최대 20%를 시장 가격으로 제공하고 20%를 극저소득층 
또는 극도의 저소득층 세대를 위해 별도로 확보하는 대안 주택 해결책. 

• 적정 가격 주택의 확보, 보존, 임대, 재건 또는 운영; 및
• 주택 소유 기회, 공동체 토지 신탁 및 유사 단체를 위한 역량 구축, 운영 지원 
및 임대 보조. 

Los Angeles 주택부(Los Angeles Housing Department, LAHD)는 시의회의 검토 및 승인 
없이 프로젝트당 최대 $5천만의 기금을 승인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적정 임금 
지급을 요건으로 하며 40 세대 이상의 주택을 개발하려면 특정한 사업 노동 협의를 
준수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로 인하여 세입자가 퇴거해야 하는 경우, 이전 지원 및 
개발 대상의 동급 가구에 대한 선매권이 적용됩니다. 

노숙자 방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자원을 지원합니다. 

• 임대 및 소득 지원;
• 퇴거 변호 및 예방 프로그램;
• 세입자 지원 및 교육;
• 세입자 괴롭힘 보호; 
• 시에 거주하는 세입자 및 현재 노숙 중인 개인들로 구성되는 세입자 협의회. 
다양한 배경의 구성원은 시의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시장이 임명하게 
됩니다. 세입자 협의회는 세입자 보호 및 공정 주택 관련 활동에 있어 LAHD, 
시민 감독 위원회 및 시의회에 자문을 하게 됩니다. 

 
이 법안에 따라 투표권이 있는 13 명의 구성원 및 두 명의 자문 청소년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15 인의 시민 감독 위원회를 만들게 됩니다. 다양한 배경과 전문 지식을 
가진 구성원은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시장이 임명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시의회에 
자금 지침에 관해 권고하고 주택 수요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며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금 지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LAHD는 최소 3년 동안의 예상 수익 및 지출이 포함된 연간 지출 계획을 시민 감독 
위원회와 시의회에 제공하게 됩니다. 기금은 지정된 기간 안에 지출되어야 하며, 
특정 절차를 조건으로 주기적으로 여러 범주에 대해 필요에 따른 재할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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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보고서
MATTHEW W. SZABO, 시 행정관 작성

이 법안은 적정 가격 주택 또는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Los Angeles 시 구역 내에서 가치가 $5,000,000 이상인 모든 부동산의 판매 또는 
법적 소유권 양도 시 부과되는 특별세를 신설합니다. 특정 적정 가격 주택 단체는 
면제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세율은 판매 또는 이전 시점의 부동산 가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동산 가치가 $5,000,000 에서 $9,999,999인 경우 4.0%, $10,000,000 
이상인 경우 5.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임계값은 소비자 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매년 조정됩니다. 특별세는 부동산 판매 및 양도에 관한 기존의 시와 카운티 통합 
세율인 0.56%에 더하여 부과됩니다.

특별세에서 나오는 연간 수익은 $6억에서 $11억 정도로 예상되며 가치가 $5백만 및 
$1천만을 초과하는 부동산 판매 및 양도 건수에 따라 변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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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조례 ULA에 대한 찬성론

노숙 및 주택 전문가로서, 우리는 유권자 여러분에게 노숙 인구을 줄이고 노인을 
보호하는 발의 조례 ULA 찬성안에 투표하시기를 권합니다.

발의 조례 ULA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거리에서 주택으로 옮길 수 있는 
새롭고 강력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많은 저소득층 노인이 노숙의 위험에 처했을 
때 집을 잃지 않도록 막아줄 것입니다.

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군가 $500백만 이상의 대저택 혹은 다른 부동산을 
매매한다면, 발의 조례 ULA는 그 세입의 작은 비율을 우리 지역사회로 다시 투자합니다. 

그 투자는 노숙 문제를 줄이고, 더 많은 적정 가격 주택을 건설하고 저소득층 노인들, 
재향 군인, 장애인 및 그 외 노숙의 위기에 내몰린 Los Angeles 거주민의 재정 지원과 
퇴거 보호 조치가 되어줍니다.

이는 여태껏 우리가 해왔던 노력과는 전혀 다른 시도입니다.  2021-2022년 부동산 
판매에 근거하여, 발의 조례 ULA는 매년 약 $9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발의 조례 
ULA는 더 많은 적정 가격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매입하고 형식 주의를 
지양함으로써 빠르게 제 역할을 발휘할 것입니다. 본 법안은 주거 비용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에게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발의 조례 ULA는 부동산의 아주 작은 부분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2019
년 전체 부동산 매출의 3%($5백만 이상의 매매)에만 적용됐을 것입니다. 분명히 할 
것은 $5백만 이상의 부동산을 파는 사람들만이 이 세금을 낼 것입니다. 그 외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유권자는 누가 법안을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는지에 기반해 법안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발의 조례 ULA의 초안은 노숙인 지원 단체, 적정 가격 주택 
비영리단체, 노동조합, 임차인 권리 단체가 작성했습니다. 조례는 Southern California
의 ACLU와 LA 카운티 민주당을 포함해 175개가 넘는 기관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한편, 우리는 부동산 투기꾼, 기업 개발자, 그리고 $5천만 콘도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법안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LA 부동산 시장이란 
수십억 달러를 창출하는 대형 비즈니스입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대형 부동산으로 수익을 올리는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는 "
대저택세"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각출하여 자신들의 정당한 몫을 지불할 때, 
우리 모두가 노숙 인구의 감소로 인한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AFULA-KO 2022년  11월

이 페이지에 서술된 주장은 작성자의 의견이며, 시 관련 기관에서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KO30*



31

감독은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거의 노력과 달리, 이 
법안은 노숙인구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기금을 창출하고, 독립적인 노숙 및 주택 
전문가 위원회와 전담 감찰관의 감독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직에 선출된 정치인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노숙 지원 단체 및 주택 전문가이지만, 동시에 임차인, 주택소유주, 부모, 
그리고 Los Angeles의 주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당신만큼 우리 도시의 상태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발의 조례 ULA를 지지하고 찬성표를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노숙 문제 해결에 찬성표를 던져주십시오.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을 보호에 동의해 주십시오.

우리의 조부모,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위한 더 저렴한 도시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발의 조례 ULA에 찬성해 주십시오.

발의 조례 ULA에 대한 찬성론 서명자

STEVE DIAZ TAKAO SUZUKI
Skid Row 노숙자 지원 단체 Little Tokyo 적정 가격 주택 공급 업체

NORA HERNANDEZ ELI LIPMEN
South Los Angeles 임차인 West Adams 주택소유주
 
ANTONIO SANCHEZ
노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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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조례 ULA 찬성론에 대한 반박론 

속지 마십시오. 세입자와 소비자가 이 세금을 내게 될 것입니다.

단지 "대저택"에 4% 세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매매 가격이 $5백만 이상인 LA의 모든 
부동산에 부과하는 발의 조례 ULA에 반대표를 던져 주십시오. 본 조례안은 아파트 건물 
매입을 더 비싸게 만들고, 이는 세입자가 더 많은 임차료를 내게 되어 주거 비용을 높일 
것입니다. 또한 세금은 슈퍼마켓과 식당, 쇼핑 센터의 판매에도 부과됩니다. L.A에서의 
생활비는 이미 과하게 높은 수준으로 발의 조례 ULA는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세금 인상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새롭고 강력한" 관료주의입니다.

매년 $8억~$10억으로 예상되는 세금을 조달하며 해당 금액은 노숙자 주택 및 서비스 
"전문가"임을 주장하는, 책임을 지지 않는 비선출직 임명자들이 운영하는 새로운 
관료 집단에 가게 되는 발의 조례 ULA에 반대해 주십시오. Los Angeles 유권자들은 
이미 노숙자를 위한 주택 건설(법안 HHH)에 $12억의 차용을 찬성하였으며, 노숙자 
지원을 위해 카운티 판매세 인상(법안 H)에도 찬성했습니다. 이 고세율은 5년간 
시행되었습니다. 노숙자 문제는 악화되기만 했고, 돈은 높은 연봉을 받는 관료들과 
세대당 평균 $600,000의 비용이 드는 주택에 낭비되었습니다. 

이는 또 다른 관료 조직의 비대화로, 여기에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비대해지고 비효율적인 관료 조직인 Los Angeles 노숙 지원국(Los Angeles 
Homeless Services Authority, LAHSA)에 대한 비용을 이미 내고 있기 때문에 발의 조례 
ULA 반대에 투표해 주십시오. 이 법안은 또 다른 관료 조직을 만듭니다! 13명의 
회원들이 이사회와 세입자 협의회를 통치하지만, 위원들 중 어느 누구도 납세자의 
이익을 대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새로운 관료 조직의 관리 비용이 10년간 $6억  
4천만에 달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노숙자를 거리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주는데 단 10센트도 쓸 수 없습니다.

이 세금에서 나오는 어떤 금액도 비상 대피소나 임시 주택에 집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이 발의 조례 ULA에 반대에 투표해 주십시오. 이 세금은 노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 아닙니다. 이는 일부 특정 개발업자와 노숙자 지원 단체가 부동산 매매세 
인상에 따른 모든 금액을 장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본 법안을 투표에 
부치기 위해 누가 서명 모집 비용을 부담했는지 아십니까?

발의 조례 ULA 반대에 투표해 주십시오.

RAFULA-KO

이 페이지에 서술된 주장은 작성자의 의견이며, 시 관련 기관에서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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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Howard Jarvis Taxpayers Association
213-384-9656
info@hjta.org
www.NoNewTaxes.net

계획이 없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ULA 반대에 투표해 주십시오.
적정 가격을 위한 Los Angeles 시민 모임
info@VoteNOonULA.com
www.VoteNOonULA.com

발의 조례 ULA 찬성론에 대한 반박론 서명자

JON COUPAL DR. RUBEN GUERRA, PH.D.
회장 의장 겸 대표이사
Howard Jarvis Taxpayers Association Latin Business Association 

ANDY BALES GREGORY PLUMMER
회장 겸 대표이사 소수 인종 중소사업체 운영
Union Rescue Mission

MICHAEL D. ANTONOVICH DANIEL M. YUKELSON
Los Angeles 카운티 감독관 전무이사
1980-2016, 현 은퇴 Apartment Association of Greater 
 Los Angeles
JACK HUMPHREVILLE
Neighborhood Council 예산 지지자

이 페이지에 서술된 주장은 작성자의 의견이며, 시 관련 기관에서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RAFULA-KO 2022년 11월*KO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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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조례 ULA에 대한 반대론

노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세금을 인상하는 발의 조례 ULA에 반대표를 
행사해 주십시오.

 L.A. 유권자는 이미 노숙자 주거 및 지원에 대한 세금을 두 번이나 인상한 전적이 
있습니다. 법안 HHH를 위해 빌린 $12억은 10,000가구의 주택을 짓는데 지원될 
예정이었으나, 이는 현재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금이 가구당 
약 $600,000의 비용이 드는 비대해진 프로젝트에 낭비되었습니다. 법안 H로 인해 L.A. 
카운티는 노숙 생활을 끝내는 데 도움을 줄 지원을 이유로 판매세를 인상했습니다. 두 
법안이 시행된 이후 지난 5년간 도시의 노숙자 문제가 더 나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L.A.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이 될 것이며,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할 발의 조례  
ULA에 반대 투표해 주십시오.

발의 조례 ULA는 부동산 매매에 상당한 세금 인상입니다. 단지 대저택 소유주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백만 이상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4%의 세금이 주택 
공급자에게 타격을 주어 아파트 구입을 더 비싸게 만들 것입니다. 그 세금은 누가 
내는 것입니까? 더 높은 집세를 내는 세입자들입니다. 이는 또한 슈퍼마켓, 영화관, 
쇼핑센터, 자가 창고 시설, 식당 등에서의 판매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 세금은 누가 
내는 것입니까? 더 높은 가격을 내야 하는 소비자들입니다.

또 다른 거대 관료주의를 만들어내는 발의 조례 ULA에 반대 투표해 주십시오.

Los Angeles 납세자는 노숙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 거대 관료주의 Los Angeles 노숙 
지원국(Los Angeles Homeless Services Authority, LAHSA)의 급여를 이미 지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LAHSA 직원이 억대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새로운 계약에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계산하는 고액 연봉의 하찮은 직원들로 가득 찬 새로운 
관료체제에 돈을 지불해야 합니까? 일부 Los Angeles 거주민이 현재 시스템을 "노숙 
산업 집합체"라고 부르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두 개의 새로운 정부 위원회와... 더 많은 관료주의를 수립하기 때문에 발의 조례 ULA 
반대에 투표해 주십시오. 

조례는 1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더불어 세입자 협의회를 만들어냅니다. 위원회의 
위원들은 선출직도 아니고 누구도 책임을 지는 직책이 아닙니다. 또한 위원회는 
값비싼 외부의 컨설턴트를 고용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어떤 위원도 납세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조례 세입의 절반만이 적정 가격 주택의 건축과 재건에 쓰일 것으로 추정되는 발의 
조례 ULA 반대에 투표해 주십시오.

 이 외에도 법안 기금 중 약 1/4은 소득 지원과 보조금으로 활용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6억 4천이라는 또 다른 큰 액수가 "관리 비용"으로 지출 될 
것입니다.

AAULA-KO

이 페이지에 서술된 주장은 작성자의 의견이며, 시 관련 기관에서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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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 전무한 발의 조례 ULA 반대에 투표해 주십시오.

노숙자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은 인도에서 살고 죽는 사람들의 용납할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하는 모든 원인과 위기를 해결해야 합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관리와 약물사용장애 치료를 위한 적절한 시설과 
서비스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주택은 포괄적인 해결책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ULA는 노숙 인구의 증가를 감당하지도 못하는 실패한 현 상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비상 대피소의 기금 지원을 거절하는 발의 조례 ULA에 반대 투표해 주십시오.

발의 조례 ULA는 10년에 걸쳐 대략 $80억의 세금을 인상하겠지만, 사람들이 필요한 
보호를 위해 안전하게 거리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임시 주택이나 비상 대피소 건설에는 
단 10센트도 쓰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배제는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금은 노숙인이 아닌 선별된 소수의 개발자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발의 조례 ULA 반대에 투표해 주십시오.

추가 정보:
Howard Jarvis Taxpayers Association
213-384-9656
info@hjta.org
www.NoNewTaxes.net

계획이 없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ULA 반대에 투표해 주십시오.
www.VoteNOonULA.com

AAULA-KO

이 페이지에 서술된 주장은 작성자의 의견이며, 시 관련 기관에서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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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조례 ULA 반대에 서명한 사람들

JON COUPAL GREGORY PLUMMER
회장 소수인종 소규모 사업체 소유주 
Howard Jarvis Taxpayers Association 

MICHAEL D. ANTONOVICH DANIEL M. YUKELSON
Los Angeles 카운티 감독관  전무이사
현 은퇴, 1980~2016 Apartment Association of Greater 
 Los Angeles
JACK HUMPHREVILLE
Neighborhood Council 예산 지지자
 
 

AAULA-KO 2022년  11월*KO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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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조례 ULA 반대론에 대한 반박론 

반대 측이 내세우는 기초 사실에는 틀린 부분이 많으며, 이들 중 많은 사람이 노숙자 
문제 전문가가 아닌 부동산 개발자라는 점에서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ULA는 노숙 문제 전문가들이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초안을 작성한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이 조례안이 다른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ULA는 전에 시도했던 것보다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더 신속하게 주택을 신축할 
혁신적인 해결 방안에 투자합니다. 여기에는 모텔과 호텔 등 기존 시설에 대한 
매입 및 전환 등이 포함됩니다. 

• ULA는 연간 예상액 $2억 4천만을 조달해 노인, 장애자 및 기타 노숙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함으로써 노숙자가 발생하기도 전에 새로운 노숙 문제를 
예방하게 됩니다(2021~2022년도 데이터 기준).

• 법안 ULA를 통해 향후 10년에 걸쳐 LA시가 이제까지 가졌던 것 보다 더 많은 
자원을 노숙 문제 해결에 조달합니다.

• 그 비용은 백만장자와 억만장자가 부담합니다. 과거의 법안과 달리 LA 주민의 
대다수는 그 어떤 비용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ULA는 정치인이 아닌 전문가로 이루어진 독자적인 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ULA는 평균적인 부동산 거물보다 Los Angeles의 근로자 가족을 더 많이 신경쓰는 
임차인 권리 옹호자, 적정 가격 주택 제공자 및 노동조합이 함께 작성했습니다.

• 초부유층에게 세금 납부를 요청할 때마다 이들은 위협 전술에 기댑니다.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 LA 카운티 평가 사무소에 따르면 작년도 LA 카운티 내 부동산 가치는 $1220억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2021~2022년도에 본 세금이 적용된 주택과 콘도 매매는 
2.5%에 불과했습니다. 현금화 한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는 충분히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우리의 반대 측에서는 수백만 달러의 부동산에 부과하는 세금이 세입자에게 
돌아갈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협 전술이 사실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억만장자들과 기업들은 우리의 투표 법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이 법안으로 인해 자신들이 적정 가격 주택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유권자가 노숙 문제에 관해 무언가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포기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LA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UCLA 건강 정책 연구 센터(UCLA Center for Health Policy Research)에 따르면,  
Los Angeles의 노인 중 80%가 임차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ULA는 
노숙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노인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RAAULA-KO

이 페이지에 서술된 주장은 작성자의 의견이며, 시 관련 기관에서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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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공식 노숙자 집계 결과에 따르면 LA에서는 매일 227명이 노숙자가 
되고 있습니다. ULA가 작년에 통과되었다면 노숙 문제 예방을 위한 $2억 4000
만 및 노숙자 대상 주택 건설을 위한 $5억 6500만을 조달했을 것입니다. 

• 본 법안은 또한 임차인 보호를 돕기 위한 기금을 제공합니다. ULA는 매년 
약 5,100가구에게 긴급 임대 지원을, 약 13,000가구에 세대에게 소득 지원을, 
그리고 약 23,000가구에게 법적 상담과 퇴거에 대한 변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적정 가격 주택 부족과 노숙 인구에 대한 주택 제공에 
있어 비효과적인 해결 방안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동에 
나서고 법안 ULA를 작성한 이유입니다.

전에 결코 시행한 적이 없는 이러한 규모의 포괄적인 전략을 통해 상당한 수준으로 
노숙 문제를 줄여 나가기 위한 ULA 찬성에 투표해 주십시오. 

발의 조례 ULA 반대론에 대한 반박론 서명자 

STEVE DIAZ TAKAO SUZUKI
Skid Row 노숙자 지원 단체 Little Tokyo 적정 가격 주택 공급 업체

NORA HERNANDEZ ELI LIPMEN
South Los Angeles 임차인 West Adams 주택소유주
 
ANTONIO SANCHEZ
노동 대표

이 페이지에 서술된 주장은 작성자의 의견이며, 시 관련 기관에서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RAAULA-KO 2022년 11월*KO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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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조례 ULA

5백만 달러 이상 부동산의 특별 양도세를 통한 적정 가격 주택 및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 자금 지원. 발의 조례.

제안된 조례는 적정 가격의 주택을 늘리고 노숙의 위험에 있는 세입자들에게 
자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승인합니다. 프로그램의 자금은 판매 및 
특정 임곗값을 초과하는 부동산 양도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을 통해 조달합니다. 
양도된 부동산의 가치가 5백만 달러를 초과하지만 천만달러 미만인 경우 대가나 
가치의 4%이며, 양도 재산이 천만달러 이상일 때 5.5%입니다. 자격을 갖춘 적정 
가격 주택 기관은 새로운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프로그램 자금은 일차적으로 주택 
개발, 건설, 취득, 재건, 운영을 포함하여 지원 가능한 적정 가격 주택 프로그램에 
할당됩니다. 또한 노숙, 전출, 퇴거 위험에 처한 저소득층 및 기타 세입자를 위한 
재정, 교육 및 기타 자원을 위해 할당됩니다. 이 조례는 자금 지침을 개발, 주택 수요 
평가 수행, 프로그램 이행을 모니터링 및 자금 지출 감사를 위한 시민감독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제안된 투표 법안 내용

조례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Los Angeles 시의 시민은
다음과 같이 조례를 정합니다.

노숙자 예방 및 적정 가격 주택 자금 지원을 위한 Los Angeles 프로그램("House LA")

제 1절: Los Angeles시 시민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 Los Angeles는 임대료 상승, 만연한 세입자 퇴거, 적정 가격 주택 부족 등으로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주택 및 노숙자 위기를 겪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b. 가구가 가계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부담하는 경우 비용이 부담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019년, Los Angeles시("도시" 또는 "시")는 다른 주요 미국 
도시보다 비용이 부담되는 임차 가구의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59%). 시 임차인의 약 
32%가 심각한 비용 부담을 안고 있는데, 이는 이들이 소득의 50% 이상을 임대료로 
소비함을 의미합니다. 가구가 주거비에 소득을 과도하게 지출할수록, 의료, 육아, 
교육, 건강식품, 저축 및 은퇴, 기타 가계 비용을 위한 예산이 줄어듭니다. 이는 시 
주민의 건강, 교육, 경제적 결과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Los Angeles 시민이 
지역 사업에 지출을 줄이게 되어 광범위한 경제적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특히 
높은 주거비 때문에 젊은이들과 저소득 가구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학자들이 시의 경제 성장 전망의 핵심 우려 사항으로 꼽았으며 지역 
기업들이 피고용인을 찾는 과정에서 씨름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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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시 노인(65세 이상) 중 42%가 임대 주택에 거주 중이며, 이 중 65%가 비용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자가를 소유한 노인 58% 중 38% 이상이 비용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주택 구매 어려움은 특히 젊은이, 노인, 저소득 가구 
및 그 지역사회의 주거 안정성에 큰 타격을 줍니다. 시민들 중 임대 부담이 가장 높은 
두 연령대는 18~24세 젊은이들과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d. 주거 위기의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임대료가 임금보다 더 빠르게 인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9년 중위 가구 소득은 카운티나 주의 중위 가구 소득보다 
적은 62,142달러였습니다. 시 가구 중 22%의 연간 소득이 25,000달러 미만이며 
42%의 연간 소득은 50,000달러 미만입니다. 임금은 시에서 살아가는 생활비보다 
훨씬 낮습니다. 2028년까지 예상되는 상위 5개 직종의 중간 소득은 31,250달러 
미만으로, 극저소득층, 극도저소득과, 저소득층 가구에 주택이 시급하게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e. COVID-19 팬데믹은 시 최저 임금 노동자들의 주거 불안정을 더욱 악화시켰으며 
이들이 노숙자로 전락할 가능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f. 2020년, 41,290명이 Los Angeles시에서 노숙을 경험했습니다. 이들 중 약 70%
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한 채, 인도, 다리 밑, 시 공원에 살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주로 정부의 무대책으로 인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해당합니다. 

g. Los Angeles시에서 집을 잃었지만 효과적으로 주거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시 노숙자는 16.1%(41,290명)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실직, 퇴거 또는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 때문입니다. 지원 가능한 
적정 가격 주택을 크게 늘리고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효과적인 예방적 
개입은 이러한 패턴을 크게 반전시키고 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의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h. Los Angeles시에서는 매년 약 30,000건의 공식 퇴거가 접수되고 있으며 퇴거 
통지를 받는 대다수의 세입자가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퇴거 사례는 매우 복잡하고 기술적일 수 있어, 변호사 없이 
퇴거 사례를 성공적으로 변호하기는 어렵습니다. 퇴거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것은 노숙을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상담할 권리가 있는 
지역에서는 대표 세입자의 약 86%가 집에 머물렀습니다. 

i. 시 전역에서 임대료가 계속 상승하면서 임대 규제법 적용 아파트에 사는 
세입자를 내쫓으려는 동기가 생기고 있으며, 이러한 괴롭힘은 비공식적 퇴거의 
주된 요인입니다.
 
j. 상태가 좋으며 안정적인 적정 가격 주택에 대한 접근성 부족은 심각한 정책 
개입과 지속적인 공공 자금이 필요한 지속적인 문제입니다. 적정 가격 주택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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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확보 및 할당하려는 시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기를 
야기한 주된 요인 중 하나는 적정 가격 주택을 보존 및 건설할 수 있는 충분한 세입의 
부족과 세입자가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절한 자금의 부족입니다. 

k. Los Angeles시는 지역 주택 수요 평가에서 적정 가격 주택 할당량이 크게 
부족하며, 전용 자금 출처와 같은 추가적인 정책 개입이 없다면 이 현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l. 시의 2021-2029년 주택 요소에는 많은 적정 가격 주택 및 노숙 예방 목표 및 
실행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의 적정 가격 주택 및 임차인 
보호 자금을 위한 추가적인 영속적 출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20(혁신적인 부동산 
양도세를 비롯한 지역 자금 창출을 위한 옵션 포함), 적정 가격 주택 개발 및 관리의 
새 모델을 위한 공공 토지를 우선하는 프로그램 16(공동체 토지신탁 또는 사회/
공공 주택 포함), 퇴거 변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세입자의 "상담 권리"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프로그램 88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위한 새 자금은 시가 2021-
2029년 주택 요소를 준수하고 이 주택 요소 주기 및 향후 주기에 대한 지역 주택 
수요 평가 의무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m. Los Angeles시의 일반 대중교통 이용객은 주로 극심한, 극도의, 초저소득층 
가구인 경향이 있으며, Los Angeles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LA Metro")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LA Metro 버스에 탑승한 버스 이용객의 절반은 COVID-19 팬데믹 
이전, 연간 18,000달러 미만을 벌었습니다. 교통량이 풍부한 시의 시가지에서 
이동하는 환승객 가구는 전반적인 대중교통 이용객 수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시의 대기 질과 교통 혼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역의 탄소 배출 해결에 
주요한 장애물이 됩니다.

n. California주 세금신용 할당 위원회 및 California주 주택 및 지역 개발부의 기회 
지역 지도에 따르면, 적정 가격 주택 생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시의 가장 높은 
기회와 높은 기회("높은 기회") 지역으로, 이는 이 지역들의 경제적 기회, 자원 및 
편의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좋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Los Angeles시 도시계획부 및 
주택개발부의 2021년 보고서에서는 보조금이 지급된 적정 가격 주택 중 단 6%만이 
시의 높은기회 지역에 건축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o. 시의 기존 자금 및 프로그램을 보충하기 위해 적정 가격 주택 및 노숙 방지를 
위한 새로운 자금 및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p. 시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양도세를 인상하는 것은 
지속적인 세입원 창출로 이어지며, 이로써 시는 취약한 가구가 집을 잃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대신 시의 저소득층이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을 대량 건설하는 
강력한 세입자 안정 정책 및 관행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 전역의 노숙을 
직접적으로 예방하고 감소시키며 시의 주거 비용을 낮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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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계획은 (a) 노숙 위기에 처한 세입자 가구에 단기 긴급 자금을 제공하고, 
(b) 임대료 부담 위험에 처한 노인과 장애인에게 소득 지원을 제공하고, (c) 세입자 
아웃리치, 교육,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d) 퇴거 위협을 받는 저소득 가구의 
세입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e) 세입자 괴롭힘에 대한 시의 보호를 
감독, 시행하고 세입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임차인이 노숙자로 내몰리거나 달리 쫓겨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r. 이 계획은 (a) 적정 가격의 다세대 개발의 신규 및 기존 모델에 투자하고, (b) 
영구적으로 적정한 가격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또는 공공 소유가 가능하도록 임대 
주택의 공공 또는 지역사회 취득 관행을 구축하고, (c) 영구적인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고 혁신적인 자금 전략을 활용하며 소유 방법을 확대하고 최첨단 건설 
기술을 사용하는 주택 생산 전략을 혁신하고, (d) 극도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저렴한 
주택 옵션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발 기반 임대료 보조금에 자금을 사용하며, 
(e) 적정 가격 주택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생산 창의성과 장기 목표 설정을 촉진하기 
위해 프로그램 자금을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주택의 
개발 및 보존을 증가시킵니다.

s. 이 계획을 통해 자금이 조달된 프로그램 및 정책은 인종 차별을 해결하고 
인종적 배제 관행을 해체하며 주택, 학업, 경제적 기회에서 인종 형평성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t. California주 헌법 제 XXXIV조("제 XXXIV조")는 사업을 개발, 건설 또는 
취득하도록 제안받은 시, 타운, 카운티의 적격 유권자 중 과반수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투표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치러지는 선거 또는 일반 선거나 특별 선거에서 해당 
사안에 찬성하여 이러한 사업을 승인할 때까지 주 공공기관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저임대 주택 사업을 개발, 건설 또는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u. Los Angeles시와 그 주민들은 저소득 가정 및 가구를 위한 추가 주택의 개발, 
건설, 취득, 관리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v. 본 계획을 채택하는 유권자는 주택 LA 프로그램에 명시된 목적에 기금을 
제공하기 위해 노숙 및 주택 해결 세금의 조세 수익금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Los Angeles 시민은 시가 세입자를 보호하고 적정 가격 
주택을 생산 및 보존하며 노숙을 방지하기 위해 여기에 포함된 법률을 채택함을 
선언합니다.

제 2절: Los Angeles시 시정부 규정 제 2장 제1.9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되며 새로 추가된 내용은 밑줄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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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절. 부과된 세금. 

(a) 이자 또는 양도된 재산의 가치(매각 시점에 남아 있는 선취특권 또는 채무의 
가치 제외)가 1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각 500.00달러 또는 그 일부에 대해 2.25
달러의 세율로, Los Angeles시 내에서 매각되는 토지, 공동 주택 또는 기타 부동산을 
구매자 또는 구매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부여, 할당, 양도하거나 달리 
전달하거나 귀속시키는 각 증서, 문서 또는 서면에 부과된다.

(b) 본 절의 부속 조항 (a)에 따라 부과된 세금에 더해 이와 별도로, 2023년 4월 1
일부터 이자 또는 양도된 재산의 가치(매각 시점에 남아 있는 선취특권 또는 채무의 
가치 포함)가 다음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Los Angeles시 내에서 매각되는 토지, 공동 
주택 또는 기타 부동산을 구매자 또는 구매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부여, 
할당, 양도하거나 달리 전달하거나 귀속시키는 각 증서, 문서 또는 서면에 "노숙 및 
주택 해결 세금"이라는 세금이 부과된다.

(1) 5,000,000달러 이상 10,000,000달러 미만인 경우 대가 또는 가치의 4% 세율.

(2) 10,000,000달러 이상, 대가 또는 가치의 5.5% 세율.

(c) Los Angeles시의 재정국장은 본 규정 제 21.9.11절의 (c)관에 따라 설정한 지침 
및 절차에 따라 노동통계국 소비자물가지수 (C-CPI-U)에 기초하여 본 절 (b)관에 
명시된 가치 임곗값을 매년 조정해야 한다.

제 21.9.11절. 서기관의 의무.

(a)   재정국장은 Los Angeles시 세무관리인으로서,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관리하고 이에 따라 징수된 지금을 수령 및 처리할 목적으로 Los Angeles 카운티와의 
관계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 시의 책임자로 지정된다.

(b)    Los Angeles 카운티가 본 조항에 따른 납부 세액 또는 이러한 세금의 일부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 재정국장이 본 조항 일체를 집행할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 이러한 
경우, 시 세금들은 Los Angeles 카운티에서 세금 대상 서면 증서에 기록하기 전에 
납부해야 하며, 재정국장은 본 규정 제 21.16절에 명시된 방식으로 납부되지 않은 
세금을 평가하고, 본 규정 제 22.13절에 명시된 바와 같이 환급할 수 있다.

(c) 재정국장은 적용 가능한 법률 및 본 조항의 목적에 맞게, 본 조항을 시행하고 
관리하는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규칙 및 규정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여기에는 본 조항의 제 21.9.2절에 "매각된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추가로 정의하고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면제하기 위한 절차를 시행하는 
규정이 포함된다. 재정국장은 본 조항에 따라 공포된 모든 규칙 또는 규정의 발효일 
이전에 합리적인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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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9.14절. 면제— 적정 가격 주택 기관의 적격성

본 규정 제 21.9.2절 (b)관에 의해 부과된 노숙자 및 주택 해결 세금은 Los Angeles
시 내에서 매각되는 토지, 공동 주택 또는 기타 부동산을 구매자 또는 구매자들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부여, 할당, 양도 및 달리 전달하거나 귀속시키는 각 
증서, 문서 또는 서면과 관련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 (1) 내국세입법 제 501(c)(3) 
절에 포함된 비영리 단체, (2) Los Angeles 행정법 제 22.618.2절에 정의되어 있는 
공동체토지신탁, (3) California 민법 제 817절에 정의되어 있는 유한주택협동조합, (4) 
선의의 비영리법인, 공동체토지신탁, 유한주택협동조합이 조합원 또는 관리 위원인 
합자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본 절에 따른 면제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Los Angeles 
주택국 또는 그 후임 기관이 공포한 절차에 따라 양수인 또는 그 파트너 또는 구성원 
중 한명이 Los Angeles 주택국 또는 그 후임 기관이 결정한 대로 적정 가격 주택 개발 
및/또는 저렴한 주택 부동산 관리 경험의 이력을 입증해야 한다. 공동체토지신탁 및 
유한주택협동조합은 (a) Los Angeles 주택국 또는 그 후임 기관이 Los Angeles 행정법 
제 22부 제 24장 제 9조의 목적과 일관되게 이러한 용어를 정의함에 따라 경험이 있는 
비영리 단체와 제휴하거나 (b) 취득 시기에 Los Angeles 행정법 제 22.618.3(d)(1)(i).b. 
절과 일관된 가격 적정성 계약을 기록함으로써 적정 가격 주택 개발 및/또는 적정 가격 
주택 부동산 관리 경험을 입증하지 않고 본 부속 조항에 따른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

제 21.9.15절. 기타 면제

본 규정 제 21.9.2절 (b)관에 의해 부과된 노숙 및 주택해결 세금은 Los Angeles 
시 내에서 판매되는 토지, 공동주택,기타 부동산을 구매자 또는 구매자의 지시에 따라 
부여, 할당, 양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전되어 부여되었을 때 만들어진 각 증서,문서 
또는 서면에 대하여 부여된 경우 다음이 적용되지 않는다. 

(a) 매입 최소 10년 전에 처음으로 국세청 결정 통지서를 받았으며, 자산이 10억 
달러 미만인 내국세입법 제 501(c)(3) 조항의 비영리 단체. 

(b) 미국 또는 그 기관이나 기구, 주/지역 또는 그 정치적 구획, 기타 연방, 주, 지방 
공공 기관이나 공공 단체.

(c) 주 또는 연방 헌법에 따라 시의 과세 권한에서 면제되는 기타 양수인.

제 21.9.16절. 추가 면제—시의회 승인

시의회가 Los Angeles 행정법 제 22부 제 24장 제9조에 명시된 목적과 일관되게 
이러한 조건을 정의함에 따라, Los Angeles시 시민들은 시의회가 추가적인 유권자 
승인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비영리 조직이 소득제한형 적정 
가격 주택을 생산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본 조항 제 21.9.2절 (b)관에서 부과한 
노숙 및 주택 해결 세금을 면제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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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Los Angeles 행정법 제 5부에 다음과 같이 새로운 제 192장을 추가합니다.

제 5.598.1절. HOUSE LA 기금

(a) Los Angeles 시정부 규정 제 21.9.2절 (b)관에 따라 징수된 모든 세금의 예치 
및 사용에 대해 Los Angeles시 재무부 내에 HOUSE LA 기금이라는 특별신탁기금이 
조성 및 설립된다. HOUSE LA 기금의 자금은 Los Angeles 행정법 제 22장 제 24장 제 
9조에 명시된 프로그램(노숙자 방지 및 적정 가격 주택을 자금 지원하는 프로그램
("House LA 프로그램"))에 따라 독점적으로 사용된다.

(b) House LA 기금 내 자금으로 발생하는 모든 이자 수익은 House LA 기금에 
입금하여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어느 회계연도에 House LA 기금에서 지출되지 
않은 자금은 예비금으로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House LA 기금에 보관한다.

(c) House LA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되는 프로그램 수입은 House LA 기금에서 
창출되는 대출 상환, 가치 환수 또는 자산의 반환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House LA 기금에 재기탁되어야 하며, 다른 시기금에 통합되거나 Los Angeles 
행정법 제 22부 제 24절 제 9조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d) House LA 기금은 Los Angeles 행정법 제 22부 제 24장 제 9조를 엄격히 준수하여 
Los Angeles 주택국 또는 그 후임 기관("부서")의 총 관리자 또는 총 관리자의 
지정인이 관리한다.

(e) 시의회는 본 규정 제 22.618.3절에 명시한 계획 및 지출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추가 기금 또는 이 기금 내의 계좌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제 4절: Los Angeles 행정법 제 22부 제 24장에 다음과 같이 새로운 제 9조항을 
추가합니다.

제 22.618.1절. 목적.

House LA의 목적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a) 저소득 가구 노인, 이전 노숙자, 장애인, 참전용사, 한부모 가정, 전환기 청소년, 
가정폭력 생존자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고 취약 계층을 위한 영구적 적정 
가격 주택의 접근성을 개선.

(b) 각 시의회 선거구 내 적정 가격 주택 및 세입자 보호에 대한 시 주민의 수요 
해결, 공정 주거 조치 목적, 주택 요소 목적, 지역 주택 수요 평가 및 적정 가격 주택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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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극저소득층, 극도저소득층, 초저소득층과 저소득 가구 범주에 대한 주택 생산 
자금 지출 우선 순위를 정하고, 극저소득층과 극도저소득층의 가구 범주에 대한 
임대 보조금 지출을 우선적으로 처리.

(d) 사업장이 소외 지역에 위치하거나 소외 지역 내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의 역량을 키우고 House LA 실현에 조직의 참여를 우선시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 개발, 검토 및 개정.

(e)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적정 가격 주택 공급 증가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지역사회의 주택 안정성 및 세입자 보호 제공.

(f) 인종 차별을 해결하고 인종적 배제 관행을 해체하며 주택, 학업, 경제적 기회에서 
인종 형평성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본 계획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그램 및 
정책 제공.

(g) Los Angeles시 소유의 과소 활용 토지, Los Angeles 지역 전문대학 지구, Los 
Angeles 통합 교육구, Los Angeles 카운티 메트로폴리탄 교통 당국 또는 기타 정부 
기관을 비롯해 본 프로그램으로 생산된 적정 가격 주택을 위한 공공 토지 활용.

(h) 3년마다 이러한 목표를 검토하고 앞서 언급한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본 법 제 22.618.6절(c)(1)에 따라 프로그램 지침을 조정하는 책임을 지는 
시민감독위원회를 설립하고 자원을 조달.   

(i) 적정 가격 주택 창출, 보존, 취득 및 노숙 예방을 위해 기존 시 자금 조달 및 
프로그램을 보충하는 새 자금 조달 및 프로그램 확립. 

(j) 건설 및 재건 작업이 제 22.618.7절에 명시한 노동 기준에 따라 수행되도록 
보장.

제 22.618.2절. 정의.

"극저소득 가구"은 California 보건안전법 제 50063.5절과 동일한 의미이다.

"극도저소득 가구"은 California 보건안전법 제 50106절과 동일한 의미이다.

"초저소득 가구"은 California 보건안전법 제 50105절과 동일한 의미이다.

"저소득 가구"는 총수입이 초저소득 가구의 최대 소득을 초과하는 저소득 가구를 
의미한다.

"저소득 가구"는 California 보건안전법 제 50079.5절과 동일한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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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소득 가구"는 California 보건안전법 제 50093(b) 절에 정의된 "중간 소득 개인 
및 가정"이라는 용어와 동일한 의미이다.

"공정 주택 조치"는 California 정부 규정 제 8899.50절과 동일한 의미이다. 

"공동체토지신탁"은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내국세입법 제 501(c)(3)절에 포함된 
비영리 기업을 의미한다. (I) 영구적으로 적정한 가격의 단독 또는 다세대 주거지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II) 비영리 기업이 소유한 토지에 있는 모든 
주거지가 적격 소유자에게 매각되어 적격 소유자의 주 거주지로 점유되거나 저소득 
가구 또는 중간 소득 가구에 임대되거나 동일한 목적으로 비영리 기업이 보유하며, 
(III) 비영리 기업이 소유한 토지에 소재하는 주거지가 적격의 소유자에게 매각될 때 
해당 주거지를 편리하게 점유 및 사용할 수 있도록 갱신 가능한 99년 동안 비영리 
기업이 해당 토지를 소득 적격 소유자에게 임대한다.

"소외지역"은 California 정부 규정 제 65302(h)(4)(A)절에 정의한 바와 같다.

"유한주택협동조합"은 California 민법 제 817절과 동일한 의미이다.

"주거용 호텔"은 California 보건안전법 제 50519(b)(1)절과 동일한 의미이다.

제 22.618.3절. HOUSE LA 프로그램

(a) Los Angeles시 헌장의 예산 및 재정 조항에 따라, 본 규정 제 5부 제 192장에 
명시된 House LA 기금 내 자금은 본 규정 제 22.618.4절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연간 
또는 추가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하며 본 절과 일관되게 지출되어야 한다("House LA 
프로그램").

(b)  House LA 기금 관리. 연간 House LA 기금에 예치된 자금 중 8% 이하를 House 
LA 프로그램 사업과 관련된 가격 적정성 계약의 집행에 국한되지 않고, 재정 
책임자와 협력하여 아래에 설명한 준수, 시행 및 관리("House LA 기금 관리")와 
Los Angeles 시정부 규정 제 21.9.2절 (b)관에서 부과한 세금 징수(재정국장 및 
기타 시 부서와 협력)와, 초과 지불 세금의 환불에 사용할 수 있다. 연간 House LA 
기금 관리비로 할당된 자금 중 3% 이상을 본 규정 제 22.618.6절에 설명한 House 
LA 시민감독위원회의 직원 채용 및 기타 비용으로 사용한다. 또한, 본 규정 제 
22.618.3(d)(2)(ii).d.절에 따라 세입자 협의회에 할당될 수 있는 인건비, 급여 및 
사례비는 House LA 기금 관리비에서 지불해야 한다. 또한 부서는 사업노동협의와 
관련된 과정 및 절차에 대한 교육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사업 노동 
협의 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본 하위 조항에서 "사업 노동 협의"는 California 
공공계약법 제 2500(b)(1)절과 동일한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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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 House LA 기금 관리 자금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시행을 추적하고 이에 관해 대중이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할당된다. 1) 일 년 동안, 몇 년 동안, 총체적으로, 사업당, 주거 단위당 주택 건설 
및 보존에 소비한 달러와 우편번호 및 시의회 선거구별 프로그램의 시행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 소비한 달러, 2) 일 년 동안, 몇 년 동안, 총체적으로, 시간에 따라, 각 
사업 및각 단위에서, 인종, 가족 구성, 성적 지향, 연령, 능력, 성별별, 위치 및 소득 
수준별로 분석하고 검색할 수 있는 주택이 마련된 사람 수, 3) 일 년 동안, 몇 년 동안, 
총체적으로, 시간에 따라, 시의회 선거구별로, 인종, 가족 구성, 성적 지향, 연령, 
능력, 성별별로 분석하고 검색할 수 있는 노숙 및 예방 프로그램 서비스 수혜 주민. 
시 부서는 주택 요소 시행, 지역 주택 수요 평가 할당, 공정 주택 조치를 위해 House 
LA가 구현되고 있는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감독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d) House LA 기금 프로그램. 본 절 (b)관과 (c)관에서 설명한 것 이외에 연간 House 
LA 기금에 예치된 모든 자금(House LA 기금의 92% 이상이어야 함)은 제 22.618.3(d)
(1)절에서 명시한 프로그램("적정 가격 주택 프로그램"이라고 함)과 제 22.618.3(d)
(2)절에서 명시한 프로그램("노숙 예방 프로그램"이라고 함), 통칭하여 "House LA 
기금 프로그램"에 사용해야 한다. House LA 기금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할당한다. 

(1) 적정 가격 주택 프로그램. 본 하위조항에 설명되어 있으며 각 시의회 
선거구의 적정 가격 주택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본 규정 제 22.618.4절에 
따라 채택한 지출 계획에 따라 House LA 기금 프로그램의 70%를 적정 
가격 주택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i) 적정 가격 주택 프로그램을 위해 기금을 지출할 때는 
연방법과 주법에 일관되게 가능한 최대 범위에서 자금 지원 
사업이 다음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a. 가격 적정성. 본 규정 제 22.618.3(d)(1)(ii).b.4.절과 
제 22.618.3(d)(1)(ii).c.4.절에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금 지원 사업의 모든 세대는 극저소득 가구, 
극도저소득 가구, 초저소득 가구 또는 저소득 가구에 
적정한 가격이어야 하며 이들이 점유해야 한다. 
부서는 최초 입주 당시 자격이 있었으나 이후 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가구의 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가구에는 현 소득 수준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다. 

b. 계약. 본 규정 제 22.618.3(d)(1)(ii).a.~c.절에 
설명한 프로그램(다세대 적정 가격 주택 프로그램, 
영구 적정 가격 주택용 대체 모델 프로그램, 적정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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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및 재건 프로그램 포함)은 자가 입주자나 
세입자로서 세대에 입주해 있으며 주거 비용 또는 
임차료가 각 소득 수준(예: 극저소득, 극도저소득, 
초저소득, 저소득)에서 감당할 수 있는 주거 비용 또는 
임차료를 초과하지 않는 이러한 소득 수준의 가구에 
전용 적정 가격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규정 
제 22.618.3(d)(1)(ii).a.~c.절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각 부동산 및 각 적정 가격 주택 세대는 부서가 허용할 
수 있는 기록된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Los Angeles 
카운티 등록국에 기록되며 다음 각 요건을 충족한다.

1. 사업의 각 주택 세대는 각 소득 수준의 
가구를 위한 주거지로 독점 사용된다.

2. 이러한 주택 세대의 주거 비용 또는 
임대료는 각 소득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주거 비용 또는 임대료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가구에 전용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 이하로 
임대하거나 전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 
세대를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4. 이 계획에 의해 자금을 조달한 임대 
부동산의 재판매는 본 조항에 규정된 
대로 적정 가격 주택으로서 주거 단위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렴한 
주택 법인 및 공동체토지신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비영리 단체 또는 
유한주택협동조합으로 제한된다. 

5. 자가 입주한 주택 세대의 경우, 최초 
매각 및 모든 전매는 가구 소득이 세대 
전용 소득 수준을 초과하지 않으며 해당 
소득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주거 비용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 구매자, 또는 
유한주택협동조합 또는 저소득 가구가 
평균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거주자 
소유권 및 가격 적정성을 영구 제공하며 
무제한 시세로 세대의 20% 이하를 소유 및 
입주하도록 허용하는 유사 주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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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시세를 사용하여 프로젝트 세대의 
평균 가격 적정성을 계산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계약에 포함된 가격 적정성 제한 기간은 
영구적이거나 적용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다른 최대 기간으로 한다. 단, 55년 이상의 
고정 기간이 포함한 가격 적정성 계약은 다른 
자금 출처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7. 가격 적정성 제한은 토지 사용과 관련한 
가격 적정성 계약을 제외하고 선취특권, 
신탁계약 또는 부동산에 대해 기록되는 
조건이나 제한에 우선하며 이에 종속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압류 또는 압류 권리 
취득에 의해 부동산 또는 주거 세대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갖는 모든 개체는 가격 적정성 
제한에 따른다.

c. 교체, 이전, 선매권. 적정 가격 주택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자금은 다음 조건에 따라야 한다.

1. 현재 주거용이거나 자금 지원 신청 전 5
년 이내에 비어 있거나 철거되었거나 저소득 
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임차료를 
제한하는 기록된 계약, 조례 또는 법률을 
조건으로 하거나 공공 기관의 유효한 경찰권 
행사를 통한 다른 형태의 임차료 또는 가격 
통제를 조건으로 하거나 저소득 가구가 
입주한 주거용이었던 구획이 포함된 부동산에 
대한 자금 지원 개발은 California 정부 규정 
제 65915(c)(3)절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단, 공공 기관의 유효한 경찰권 행사를 통한 
임차료 또는 가격 통제 형태를 조건으로 
하며 저소득 이상의 가구가 입주한 주거 
세대는 저소득 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세대로 
교체되어 저소득 가구가 입주해야 한다. 또한 
교체 세대는 적당한 임차료 또는 적당한 
주거 비용으로 입주 가구 또는 세대가 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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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거나 철거된 경우 이전에 입주한 가구와 
소득(극저소득, 극도저소득, 초저소득, 
저소득 가구 포함)이 동일하거나 더 낮은 
개인 및 가족이 입주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입주하거나 이전에 입주했던 가구의 
소득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a) 극도저소득, 
초저소득, 저소득 가구가 시내 모든 임대 
가구에 대한 극도저소득, 초저소득, 저소득 
임대 가구의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이러한 
세대에 입주했으며(미국 주택도시개발부의 
포괄적 주택구매력 전략 데이터베이스에서 
최근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에 따라 결정), 
(b) 극저소득 가구 비율이 극도저소득 가구 
비율의 절반이라고 가정한다. 

2. 일정 기간 기존 입주자를 이전시켜야 
하는 경우, 개발자는 정부 규정 제 1편 제 7
부 제 16장(7260절부터 시작) 및 Los Angeles 
시정부 규정 제 XV장을(관련 규정 포함)에 
따른 이전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정부 규정의 
제 1편 제 7부 제 16장 조항을 발효하기 위해 
개발자는 다른 모든 이전 의무에 더해 이전 
계획을 준비해야 하며, 부서는 입주자가 제공 
시점에 이용할 수 있으며 가구가 적격하고 
적합하며 감당할 수 있는 비슷한 교체 
주거지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계획을 
요구해야 한다.

3. 위에 설명한 이전 혜택에 더해, 개발자는 
신규 또는 재건 주택 개발에 이용할 수 있는 
비슷한 세대의 선매권을 제공해야 한다. 
저소득 가구가 해당세대를 적절한 임차료 
또는 주거 비용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입주자가 신규 또는 재건 주택 개발의 
자금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다른 
이유로 신규 또는 재건 주택 개발 세대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 입주자는 적정 가격 
주택 프로그램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다른 
개발의 주택을 임대하거나 구입할 우선권을 
받는다. 부서는 이러한 개발로 이전한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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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을 보관해야 하며 나열된 입주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합리적인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4. 본 절의  어떠한 내용도 시의회가 본 
절의 요건 이상으로 이전하는 입주자를 
보호하는 세대교체 요건, 이전 지원 요건 
또는 선매권 요건을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교체, 이전 및 
선매권 권리를 관리하는 제 22.618.3(d)(1)
(i).c.절의 목적만을 위해, "적정한 임차료"는 
California 보건안전법 제 50053절의 정의와 
같으며, "적정 가격 주택 비용"은 California 
보건안전법 제 50052.5절에 정의한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d. 적정 주택 프로그램의 자금 지원 받을 작격을 
갖추려면 신청자가 저렴한 주택 개발 및/또는 저렴한 
주택 부동산 관리 경험의 이력을 입증해야 하는데, 본 
조항의 목적과 일관되게 해당 용어를 부서가 정의하고 
있다. 본 조항의 목적과 일관되게 부서가 결정한 바와 
같이, 공동체토지신탁 및 유한주택협동조합은 (a) 
경험이 있는 비영리 단체와 제휴하거나, (b) 적정 가격 
주택 사업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직원 능력의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적정 가격 주택 개발 또는 적정 가격 주택 
부동산 관리 경험을 증명하지 않고 이 계획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자격을 얻을 수 있다. 

(ii) 적정 가격 주택 프로그램 자금은 본 규정 제 22.618.4절에 
따라 채택된 지출 계획에 따라 다음 범주에 할당한다.

a. 다세대 적정 가격 주택: 연방 저소득 주택세금공제, 
주 저소득 주택세금공제와 같은 다른 연방, 주, 
지역의 적정 가격 주택 자금원과 함께 House LA 기금 
프로그램의 22.5%를 매년 소득 자격이 되는 인구를 
위한 40세대 이상의 지원적이거나 적정 가격 주택 
사업 개발에 할당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할당해야 한다. 
이 비율은 본 규정 제 22.618.3(d)(1)(ii).e.절에 따라 
프로그램 안정 기금의 초과 수입을 활용하여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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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LA 기금 프로그램의 최대 25%까지 증가할 수 
있다. 모든 세대는 제 22.618.3(d)(1)(i).b.절의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을 조건으로 한다.

b. 영구 적정 가격 주택용 대체 모델: House LA 기금 
프로그램의 22.5%를 매년 40세대 이상의 지원을 
제공하고 적절한 가격의 새로운 임대 또는 혼합 임대/
자가 프로젝트 건설에 할당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할당해야 
한다. 이 기금은 모든 규모의 지원을 제공하고 적절한 
가격의, 및/또는 혼합 임대/자가 사업의 인수, 재건, 
전용(adaptive reuse), 임대, 보존, 운영에 사용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 이 비율은 본 규정 제 
22.618.3(d)(1)(ii).e.절에 따라 프로그램 안정 기금의 
초과 수입을 활용하여 연 기준으로 House LA 기금 
프로그램의 최대 25%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 자금은 
다음 조건을 따른다.

1. 주택 세대는 본 규정 제 22.618.3(d)(1)
(i).d.절에 따라 자금을 조달할 자격이 있는 
단체들에 의해 개발되어야 한다. 주택 세대는 
부서가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적정 가격 
주택 개발 또는 적정 가격 주택 부동산 관리 
경험을 증명한 공공 단체, 지역 주택 당국, 
공동체토지신탁, 유한주택협동조합 또는 
내국세입법 제 501(c)(3) 절에 포함된 비영리 
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해야 한다. 적정 가격 
주택 개발 또는 적정 가격 주택 부동산 관리 
경험을 증명하지 못한 공동체토지신탁 또는 
유한주택협동조합은 (a) 부서의 결정에 
따라 본 조항의 목적에 일관되게 경험이 
있는 비영리 단체와 제휴하거나, (b) 부서의 
결정에 따라 본 조항의 목적에 일관되게 적정 
가격 주택 사업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직원 
능력의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이 부속 조항에 
따른 자금을 조달할 자격을 얻을 수 있다.

2. 사업은 극저소득, 극도저소득, 초저소득, 
저소득 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가구 소득 
유형을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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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주택 세대의 최소 20%는 
극저소득과 극도저소득 가구를 위해 남겨 
두어야 한다. 

4. 모든 세대는 본 조항의 목적과 일관되게 
부서에서 제정한 기준에 따라 그리고 
극저소득, 극도저소득, 초저소득층 가구의 
재정적 안정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 22.618.3(d)(1)(i).b.절의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서의 적용을 받는다. 프로젝트의 가구 
세대는 소득과 임대료 수준에 대해 최대 20%
까지 제한되지 않을 수 있다.

5. 거주자는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의사 결정에 직접 의미 있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6. 실행 가능하고 바람직한 경우, 사업은 
유한공제주택조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거주자 소유권을 포함해야 한다.

7. 실행 가능하고 바람직한 경우, 사업은 
공공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

c. 적정 가격 주택의 취득 및 재건: 부서가 본 조항의 
목적과 일관되게 해당 조건을 정의함에 따라 가격 
적정성을 요구하는 기존 계약 없이 또는 사업 시작 10
년 이내에 만기가 되는 기존 계약과 함께 House LA 
기금 프로그램의 10%를 매년, 임대료 통제 부동산, 
주거용 호텔, 부속 주택, 주니어 부속 주택을 포함한 
기존 주택의 취득, 보존, 재건, 임대 또는 운영에 
할당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할당해야 한다. 이는 다음 
조건을 따른다.

1. 대다수의 부동산 세대 취득 시, 저소득 
가구가 입주해야 하며, 대다수의 세입자가 
소득이 저소득 수준 또는 그 이하라는 
증명서를 부서가 정한 방식으로 반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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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이와 같이 가정한다.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자금 조달 신청 전 5년 이내에 
주거용 호텔로 사용되었던 부동산의 취득 및 
재건을 위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2. 주택 세대는 부서에서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 적정 가격 주택 개발 또는 
적정 가격 부동산 관리 경험을 증명한 
공공단체, 지역주택청, 공동체토지신탁, 
유한주택조합 또는 국세법 제 501조 (c)(3) 
내의 비영리법인이 취득 및 관리하여야 한다.  
공동체토지신탁 또는 유한주택협동조합은 
(a) 부서에서 정의한 숙련된 비영리 단체와 
제휴하거나, (b) 부서에서 결정한 과정을 
통해 적정 주택 사업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직원 역량의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할 자격을 얻을 수 있다. 

3. 모든 세대는 제 22.618.3(d)(1)(i).b.절의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을 조건으로 한다.

4. 본 법 제 22.618.3(d)(1)(i).a.절과 제 
22.618.3(d)(1)(i).b.절에 명시된 적정가격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적정 가격 주택의 취득 
및 재건 프로그램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기존 거주자는 소득이 저소득 가구 한계 또는 
세대에 설정된 저소득 한계를 초과하더라도 
영구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사업은 세대 
이전을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소득 가구
(또는 사업별 소득 하한)가 100% 입주하도록 
해야 한다.

5. 부서가 정하는 절차를 거쳐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체는 유한주택협동조합 등 
세입자 소유계획이 포함된 건물 관리 및 
운영에 주민참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서는 세입자 소유에 관한 계획에 협조하고 
이를 촉진해야 하며, 이러한 소유 전환을 
금지하는 요건을 불합리하게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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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 자금 조달은 보조금 또는 대출의 
형태를 취할 수 있지만, 이러한 추가 자금 
조달이 본 부속 조항에 명시된 조건을 
실현 불가능하게 하거나 자금 조달로 인해 
부동산이 향후 세입자 소유로 전환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추가 형태의 자금 조달을 
활용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7. 부속 주택("ADU") 및 주니어 부속 주택
("JDU") 일체를 적정 가격 임대 주택 또는 
적정 가격 자가 소유로 사용하는 한, 기금을 
ADU 및 JDU를 포함한 주택의 취득, 설치, 
건설 또는 재건에 사용할 수 있다. 부서는 
본 조항이 적용되는 ADU 및 JDU의 사용을 
언제라도 확인할 수 있다.

8. 부서는 해당 법률에 제정된 기한 내에 
행동함으로써 California 정부 규정 제 
65863.11절에 따라 적격 기업에 구매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지원 주택 개발을 구매하도록 
제안하기 위해 적정 가격 주택 프로그램의 
취득 및 재건으로부터 기금의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

d. 자가 소유 기회, 역량 강화 및 운영 지원: House LA 
기금의 10%를 매년, (1) 계약금 지원, 공유 지분 자가 
소유, 이러한 주택 건설과 관련한 사전 개발 자금을 
비롯해 단독 가구 및 공동 자가 소유 기회를 지원하고, 
(2) 역량 제공-소외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대표 리더십을 
가지고 세입자 소유권을 촉진하는 공동체토지신탁 및 
기타 조직에 대한 건축 자금 지원 (3) 사업기반의 다년 
임대 보조금, 운영 보조금 또는 서비스 보조금의 형태로 
기존 주택의 신규 건설, 취득 및/또는 재건을 지원하는 
장기 운영 지원을 제공하는데 할당해야 한다. 운영 
지원은 극저소득 및/또는 극도저소득 가구에 주거를 
제공하는 사업, 비영리 소유권, 공동체토지신탁 관리, 
공동 지분 세입자 소유권을 유지하는 사업을 우선한다. 
어떤 경우에도 사업 기반의 운영 지원 자금이 자가 
소유 기회, 역량 강화 및 운영 지원 할당의 50%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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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져서는 아니 되며, 역량 강화 자금은 자가 소유 
기회, 역량 강화 및 운영 지원 할당의 10% 이하로 
떨어져서는 아니 된다.

e. 프로그램 안정 기금: 본 절에서 이러한 조건이 
사용되는 바와 같이 프로젝트 기반 운영 지원, 임대료 
부담 위험에 처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소득 지원, 
퇴거 변호, 세입자 아웃리치 및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시키기 위해 부서 및 감사 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시의회 승인을 조건으로 일관된 수입원이 필요한 
House LA 적정 가격 주택 및 노숙 예방 프로그램의 
정기적인 수입 부족을 해결하는 데 매년 House LA 기금 
프로그램의 5%를 할당해야 한다. 프로그램 안정화 
기금의 잔액이 2억 달러에 도달하면 초과 수입은 제 
22.618.3(d)(1)절의 다세대 적정 가격 주택 프로그램과 
본 규정 제 22.618.3(d)(1)(ii).b.절의 영구적 적정 주택 
프로그램 대안 모델 간에 균등하게 분배하고 보충해야 
한다. 프로그램 안정 기금이 2억 달러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 두 적정 가격 주택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재개되기 전에 그 금액으로 환불되어야 한다.

(iii) House LA 기금의 지출이 공공 기관의 Los Angeles시 저임대 
주택 사업의 개발, 건설, 취득을 초래하거나 이에 기여하는 한, 
이러한 개발, 건설, 취득은 시의 적격 유권자 과반수가 적법하게 
승인하였으며 California 헌법 제 XXXIV조에서 요구하는 승인을 
구성하는 그러한 권한으로 Los Angeles 시민이 인가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 절에서 인가한 저가 임대 주택 세대의 개발, 건설, 
취득은 본 절을 채택하기 전이나 후에 유권자의 이러한 주택 
개발, 건설, 취득에 대한 다른 인가에 추가되어야 한다. 본 
절은 제 XXXIV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의 개발 또는 개발을 
지원하는 시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 22.618.3(d)(1)(iii)
절은 적정 가격 주택의 생산과 취득을 최대화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본 제 22.618.3(d)(1)(iii)절에서 사용하는 "공공 단체", "
개발", "건설", "취득", 및 "저소득 임대주택 사업"은 California 
헌법 제 XXXIV조, California 보건안전법 제 37000절등 그 후속 
법률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iv) 부서는 적격의 적정 가격 주택 프로그램에 대해 의회의 추가 
검토 없이 House LA 기금 프로그램에서 5천만 ($50,000,000)
달러 이하의 자금 조달을 승인할 권한이 있다. 이러한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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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은 본 규정 제 22.618.6(c)(1)절에 따라 채택한 지침과 
일관되어야 한다. 특정 적정 가격 주택 프로그램 사업에 5천만
($50,000,000)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려면 시의회의 검토 
및 승인이 필요하다.

(2) 노숙 예방 프로그램. 본 법 제 22.618.4절에 따라 채택된 지출 계획에 
따라, 본 하위 절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House LA 기금 프로그램의 
30%를 노숙 방지 프로그램에 사용해야 한다. 

(i)  취약한 세입자를 위한 단기 임대 및 소득 지원.

a. 단기 긴급 지원.  House LA 기금 프로그램의 5%
를 매년 노숙 위기에 처한 세입자 가구에 단기 긴급 
자금을 제공하는 데 할당해야 한다. 기금은 일회성 
경제 충격으로 집을 잃을 위험에 처한 저소득 세입자를 
안정시키고, 최대 6개월에 이르는 단기 임대료 납입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우선 자격은 저소득 가구에 
제공되어야 한다.

b. 임대료 부담 위기에 처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소득 지원. House LA 기금 프로그램의 10%를 노숙 
위기에 처한 노인(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을 포함한 
임차료 부담이 되는 극저소득, 극도저소득 및 초저소득 
가구에 대한 가구 이전을 피하기 위해 고안된 소득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기금이 할당 되어야 한다.

(ii) 세입자 권리 교육, 세입자 위원회, 안내 서비스, 퇴거 방지.

a. 퇴거 변호/방지. House LA 기금 프로그램의 10%
를 매년 퇴거 위협을 받는 저소득 가구 세입자에게 
주택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변호인 조력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하는 데 할당해야 한다.

b. 세입자 지원 및 교육. 매년 House LA 기금 프로그램의 
2%를 세입자 아웃리치, 교육, 안내 서비스에 할당해야 
한다. 여기에는 세입자 권리 및 노숙 방지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제공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아웃리치, 교육, 안내 서비스에는 대량 메일링, 표적 
마케팅, 데이터 시각화, 공공 웹사이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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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세입자 괴롭힘 보호. House LA 기금 프로그램의 3%
를 매년 비영리 단체와 시 서비스 기금에 할당하여 
세입자 괴롭힘 및 기타 세입자 권리에 대한 보호를 
감시 및 시행하고 이러한 보호를 세입자에게 알리고 
세입자가 권리를 행사하도록 지원한다. 세입자 괴롭힘 
보호를 위한 지출의 최소 30%는 비영리 조직의 
프로그램에 지원해야 한다. 

d. 세입자 협의회. 부서는 적어도 분기별로 만나 
세입자 보호 시행에 관해 부서에 조언하고 공평 주거 
권리법 위반 및 연방, 주, 지역 법률에 따른 세입자 권리 
위반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할 세입자 협의회를 
설립해야 한다. 세입자 협의회는 시에 거주하는 
세입자 또는 현재 노숙자로 구성된다. 협의회는 각 
시의회 선거구에서 한 명의 세입자와 현재 노숙자로 
구성된다. 세입자 협의회 임명은 본 규정 제 22.618.6
절에 설명된 대로 감독위원회의 임명 절차와 동일하다. 
시의회는 소득 수준, 주거 상태, 인종, 성 정체성, 성적 
지향, 국적, 이민 상태, 소득원, 종교, 연령, 장애, 
가족 상태, 제1언어 등과 관련해 세입자 협의회에서 
다양한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입자 
협의회는 임대료 구제 프로그램의 실시,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의 임대주 옵트아웃, 세입자 괴롭힘 및 퇴거 
자료에 관한 보고서를 받을 수 있으며 감독위원회, 
부서 및 시의회에 퇴거 및 이전을 줄이고 세입자의 
법률 서비스 이용을 늘리도록 권고할 수 있다. 세입자 
협의회 위원들은 각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각 회의에 
대해 150달러 이상의 보상을 받는다. 위원들은 보상을 
포기할 수 있다.

제 22.618.4절. 지출 계획

(a) House LA 기금 프로그램 연도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시 회계연도와 
일치한다. 

(b) 부서는 초기 지출 계획을 만들기전인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 
사이에, 2023-2024 회계 연도의 지출 계획을 통해 상환될 최대 50만 달러 ($500,000)
의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 제 22.618.6절에 언급된 감독위원회와 제 22.618.3(d)
(2)(ii).d.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입자 협의회 설립을 포함한 House LA 기금 및 
House LA 프로그램을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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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023년 7월 1일까지, 그리고 매년 다음 해 7월 1일까지, 부서는 지출 범주별로 
이전 회계 연도에 수집된 House LA 프로그램 수입의 회계를 감독위원회와 시의회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부서는 감독 위원회와 시의회에 다음 연도의 지출 계획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본 법 제 22.618.6(c)절에 따라 개발된 프로그램 지침을 최대한 
준수해야 한다. 지출 계획은 법률에 제시된 방식으로 승인되어야 하며 본 조항의 
의도와 일치해야 한다.

(d) 본 절의 (c)관에 따라 부서가 준비하는 각 연간 지출 계획은 최소 3년 동안의 
수입 및 지출을 예상해야 한다. 본 규정 제 22.618.3(d)(1)(ii).e절에 따른 프로그램 
안정화 기금을 제외하고 본 조항에 따라 설립된 각 기금의 자금은 수령 후 3년 
이내에 집행되어야 하며, 수령 후 5년 이내에 지출되어야 한다. 단, 제 2.618.3(d)(1)
(ii).b.절에 따른 적정 가격 주택 대안 모델에 대한 자금은5년 이내에 집행하고 수령 
후 7년 이내에 지출되어야 한다.

제 22.618.5절. 기금의 재분배.

변화하는 수요 및 기회를 수용하여 기금을 다음과 같이 정기적으로 재분배할 수 
있다. 

(a) 제 22.618.3(d)절의 각 지출 범주에 대한 자금의 최대 10%까지 동일한 회계연도 
내에 다른 지출 범주에 사용하도록 할당할 수 있다.

(b) 2033년 7월 1일부터 그리고 그 이후 매 10년마다, House LA 시민감독위원회는 
제 22.618.3(d)절에 명시된 지출 범주의 영구적 수정을 권고하고 시의회가 승인할 수 
있으며, 지출 범주는 이전 10년동안 제공된 지출 범주의 75% 미만이어서는 안된다.

(c) 본 절의 (a)관과 (b)관에 따른 재분배는 House LA 시민감독위원회가 추천하고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d) 시의회는 본 조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청회후 
적법하게 통지한 후에 서면 판결에 의해서만 House LA 시민감독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하거나 한 범주의 자금을 감독위원회의 권고와 다른 범주에 재분배할 수 있다.

제 22.618.6절. 시민감독위원회.

(a) House LA 시민감독위원회("감독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본 제 22.618.6절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15명의 감독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첫 단체를 임명한다.

(b) 감독위원회는 House LA 기금과 본 조항이 본 조항의 언어 및 의도와 일관되며 
시 주민들에게 투명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감독위원회는 
기금을 감독 및 감사하고 본 절의 제 (c)(1)항에서 인가한 프로그램 지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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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에 관해 시장, 부서, 시의회에 조언하고 임명, 지출 계획, House LA 기금 
관리, House LA 프로그램 시행에 관해 부서, 시장, 시의회에 권고한다.

(c) 감독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House LA 기금 사용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지침을 개발한다("프로그램 
지침"). 이러한 권고 후 120일 이내에 시의회는 감독위원회의 권고 지침을 
수락하거나 본 조항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정할 수 있다. 시의회가 이 
기간에 조치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지침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2)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3년마다 또는 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더 자주 노숙, 주택 가격 적정성, 세입자 보호, 
취약 인구(노숙자, 저소득 가구 노인, 이전 노숙자, 장애인, 참전 용사, 한부모 
가정, 전환기 청소년, 가정폭력 생존자, 저소득 가구 포함)의 주택 수요와 
관련한 수요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본 부속 조항에 따라 시행한 수요 평가는 
해당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인종, 가족 구성, 성적 지향, 연령, 
장애, 성별에 따라 세분화된 데이터를 포함해야 한다. 

(3) 주택 수요 평가를 시행하도록 돕고 기금 지출의 성공 및 결점을 측정하고, 
House LA 기금 수령 및 지출의 연간 외부 감사를 감독할 제3의 평가자나 
상담가와 계약한다.

(4) House LA 기금 프로그램 관리의 투명성을 촉진하고 촉진하여 그것이 
공정 주택의 긍정적으로 추진되도록 보장한다.  여기에는 감독위원회가 본 
조항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연간 또는 더 자주 보고서를 감시 및 검토하는 
것이 포함된다. 감독 위원회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 House LA 프로그램의 
시행을 감독 또는 감사해야 한다. (A) 일 년 동안, 몇 년 동안, 총체적으로, 
사업당, 주거 단위당, 우편번호 및 시의회 선거구별로 세분화한 주택 건설 
및 보존에 소비한 달러, (B) 일 년 동안, 몇 년 동안, 총체적으로, 시간에 따른 
변화에 따라, 각 사업 및각 단위에서, 인종, 가족 구성, 성적 지향, 연령, 능력, 
성별별, 위치 및 소득 수준(최저소득층, 극빈층, 초저소득층, 서민 가구, 중간 
소득 가구)별로 세분화하고 검색할 수 있는 주택이 마련된 사람 수, (C) 일 년 
동안, 몇 년 동안, 총체적으로, 시간에 따른 변화에 따라, 시의회 선거구별로, 
인종, 가족 구성, 성적 지향, 연령, 능력, 성별별로 세분화하고 검색할 수 있는 
노숙 예방 프로그램 서비스 수혜 주민.

(5) 감독위원회는 조사와 결과를 대중과 공유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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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독위원회는 부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시 부서의 총책임자와 
주택위원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시의회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감독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조항에 따라 다른 시 기관으로부터 주택 요소 및 그 시행과 
관련된 정보, 지역 주택 수요 평가 할당에 대한 진행 상황 및 공정주택 조치 
진행 상황 관련 정보를 받을 권한이 있다. 

(7) 감독위원회는 기금의 할당 및 시행에 있어 잠재적인 이해충돌을 파악하고 
조사하며, 이러한 결과를 대중에게 알릴 권한이 있다.

(8) 감독위원회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촉진하기 위해 연간 타운홀을 개최하여 
House LA 기금 프로그램의 진행 및 단점을 보고하고 대중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는 본 조항에서 요구하거나 감독위원회가 달리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다른 공개 회의에 추가된다.

(9) House LA 프로그램 기금이 자금을 제공하는 문화적으로 민감한 
프로그램의 시행을 촉진한다. 

(10) 주택 수요 평가 결과, 주택 요소 준수, 지역 주택 수요 평가 할당 진행 
상황, 공정 주거 조치 진행 상황에 기초하여 감독 위원회는 프로그램 및 
지출을 검토하고, 인종 형평성 목표 달성 및 배제 관행 해체, 수요 및 역차별을 
충족하기 위해 모든 시의회 선거구로 적정 가격 주택 확대, 극저소득층, 
극도저소득층, 초저소득층, 저소득가구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조달 우선순위 지정, 극저소득층 및 극도저소득층에 임대료 보조금 우순 
순위 지정 등, 본 조항의 목표를 더 잘 달성하기 위해 본 절 (c)(1)에 언급된 
프로그램 지침을 수정해야 한다.

(d) 감독 위원회 위원들.

(1) 감독위원회에는 청소년리더십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결권이 있는 
위원 13명과 자문위원 2명을 둔다.

(2) 위원 범주는 다음과 같다.

(i) 주택 개발, 보존 및 재정.

a. 의석 1: 비영리 적정 가격 주택 개발 및 보존 영역에서 
최소 5년의 고위급 의사 결정 경험이 있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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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의석 2: 비영리 자산 및 부동산 관리 운영 영역에서 
최소 5년의 경험이 있는 개인. 세입자 참여 관리 관행 
또는 거주자 소유권 경험이 있는 개인 선호.

c. 의석 3: 주택 재정 영역(세금 공제 채권, 세금, 자금 
조달 기관 업무 등)에서 최소 5년의 경험이 있는 개인.

d. 의석 4: 대규모 주택 사업을 위한 인력 개발, 견습 
프로그램, 사업 노동 협의 교섭에 관여하는 건설 
노조의 조합원으로서 최소 5년의 경력이 있는 개인.

e. 의석 5: 비영리 공동체 토지신탁 또는 공동체 
개발회사에서 최소 5년의 경험이 있는 개인.

f. 의석 6: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에 최소 5년의 경험이 
있는 개인.

(ii) 임차인 보호 및 지원.

a. 의석 7: 저소득 가구 세입자를 대신하여 지역사회 
기반 조직에서 일하는 세입자 권리 행사자 또는 
옹호자로서 최소 5년의 경험이 있는 개인.  
    
b. 의석 8:  노인 또는 장애인의 주택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반 조직 에서 일하는 주최자 또는 
옹호자로서 최소 5년의 경험이 있는 개인.

c. 의석 9: 세입자를 대변하거나 옹호하는 세입자 권리 
또는 공정주거 법률 전문가로서 최소 5년의 경험이 
있는 개인.

(iii) 생생한 경험과 전문 지식.

a. 의석 10:  저소득 가구에서 세입자로 5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 및/또는 1년 이상 노숙을 
경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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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의석 11: 저소득 가구의 세입자로 5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 및/또는 최소 1년의 노숙 경험이 
있는 사람. 

c. 의석 12: 조합원이 주거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 부문 노동조합 또는 서비스 조합의 대표로서 
최소 5년의 경험이 있는 개인. 
 
d. 의석 13: 적절한 가격의 주택 및 일자리 센터 주변의 
고품질 대중교통과 저렴한 주택 생산과 관련한 유동성 
옵션을 확인하는 것을 옹호하는 지역사회 리더 또는 
주최자로서 최소 5년의 경험이 있는 개인.

(iv) 청소년. 의석 14와 15: 감독위원회의 비투표 자문위원  
2명은 16세부터 21세까지의 개인이어야 한다.

(3) 자격.

(i) 감독 위원회의 위원들은 Los Angeles시에 거주해야 한다.

(ii) 현재 선출된 시, 카운티, 특별 지구, 주 또는 연방 공무원으로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iii) 감독 위원회 위원이 매년 경제적 이익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법의 윤리 및 이해 상충 조항을 
준수하도록 정치개혁법에 따른 시의 지역 이해 상충 규정을 
수정한다.

(4) 임명.

(i) 최초 임명: 부서 직원은 각 위원 범주에 최소 3명의 적격 
후보자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본 절 (d)(2)에 나열된 
각 범주에 대한 위원을 임명하고 시의회가 승인해야 한다. 

(ii) 감독 위원회 위원들은 5년 임기로 한다. 다만, 의석 1, 2, 
7, 10, 11의 최초 임기는 3년이며, 의석 3, 4, 8, 12, 14의 최초 
임기는 2년, 그리고 의석 5, 6, 9, 13, 15의 최초 임기는 1년이다. 
위원은 시장의 재량으로 횟수에 상관없이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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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후속 임명. 감독위원회 직원이 고용된 후, 그 직원은 
위원회의 각 공석마다 최소 3명의 적격 후보자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위원을 임명하고 시의회가 승인해야 
한다. 

(5) 사직, 자격 박탈. 감독위원회 위원들은 언제라도 감독위원회와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언제든지 감독위원회에서 사직할 수 있다. 부적격 공직에 
있는 감독 위원회 위원, 또는 California 정부 규정 제 85200절에 따른 후보 
선언을 포함해 이러한 공직을 청하는 의향서를 제출한 위원회 위원, 시외로 
이전한 감독위원회 위원은 부서가 해당 사실을 감독위원회에 통지하는 즉시 
감독위원회에 계속 재직할 자격이 박탈된다.

(6) 해임/종료 근거. 감독 위원회 위원들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임된다. 사유는 다음과 같다. (i) 위원회가 허락하지 않은 
위원회 회의에 12개월 동안 2회 이상 불참, (ii) 위원회가 변제하더라도  
12개월 동안 위원회 회의에 3회 이상 불참, (iii) 회의, 위원회, 분과 위원회 
또는 감독 위원회 프로젝트 또는 책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음, (iv) 적정 
가격 주택의 건설 또는 보존에 반대하는 것을 포함해, 본 조례를 채택한 계획 
조치의 의도 또는 언어와 충돌하는 행위, (v) 감독위원회의 회의 또는 업무를 
방해하거나 승인된 행동강령을 준수하지 않음, (vi) 위원회에 계류 중인 
결정과 관련한 이해 상충 미공개, (vii) 1975 정치개혁법 및 Ralph M. Brown
법을 포함하여 감독위원회의 행위를 관리하는 법률의 위반.

(7) 공개 및 회피. 감독 위원회 위원들은 윤리 위원회가 결정한 실제 또는 
명백한 이해 상충을 공개해야 한다. 감독 위원회 위원이 감독위원회의 
결정에 직간접적인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해당 사안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양식 51을 윤리위원회(회피 통지 양식) 또는 해당 
양식의 승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독 위원회 위원들 또는 시 직원이 이해 
상충을 주장하는 경우, 이 문제를 본 절의 하위절 (g)(2)에 언급된 감사관에게 
보고하여 조사 및 필요에 따라 감독위원회에 보고한다. 본 절의 어떠한 내용도 
시 윤리 위원회의 권한을 변경하거나 약화시켜서는 아니 된다.

(8) 위원장과 부위원장. 감독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에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위원들은 최대 3년 연속 회계연도 동안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할 수 있다.

(e) 위원회 위원 보상. 감독 위원회 위원들은 회의 참석에 대해 회의당 150달러 
이상의 보상을 받는다. 위원들은 보상을 포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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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회의. 감독위원회는 감독위원회가 2회 이상 회의를 하는 2022-23 회계연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6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분과위원회는 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집한다.

(g) 직원 채용. 시는 감독위원회에 적절한 전담 인력을 제공해야 한다. 

(1) 감독위원회는 본 조항의 제 22.618.3절 (b)관에 명시된 House LA 기금 
관리에 대한 제한에 따라 자체 인력 및 자원 수요를 결정한다.

(2) 감독위원회는 감독위원회에 근무하는 인솔직원으로 감사관을 고용해야 
한다. 감사관은 시 헌장 제 1016절에 따라 해임하기에 충분한 사유로 시의회에 
의해 해임될 수 있다. 감사관은 필요한 경우 직원을 추가 고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예산 자원을 지출할 권한을 갖는다. 감독위원회는 
감사관의 예산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h) 분과 위원회. 

(1) 감독위원회는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i) 본 절의 어떠한 내용도 시 헌장에 따라 시 예산을 제안, 수정, 채택할 시장 및 
시의회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단, 이러한 예산은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할당을 
준수해야 한다.

제 22.618.7절. 건설 작업.

(a) 본 법안으로 자금 또는 재정 지원을 받는 건설 또는 재건 사업은 노동법 제 2부 
제 7편 제 1장(1720절부터)의 목적을 위해 현행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공공사업으로 
구성한다. 

(b) 본 법안으로 자금 또는 재정 지원을 받는 40세대 이상 사업에 관한 모든 건설 
및 재건은 Los Angeles시 공공사업부 사업 노동 협의를 조건으로 한다. 본 조항에서 
세대 수는 건설이 단계별로 진행되거나 소유권이 분할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개발 사업에 대한 토지사용 허가권자가 부여하는 자격에 인가된 최대 세대 수를 
의미한다.  

(c) Los Angeles/Orange 카운티 건축 및 건설 무역 위원회와 Southern California 
비영리 주택 협회(SCANPH) 간의 상호 합의로 특별 법안-사업 노동 협의(PL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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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되고 Los Angeles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건설 및 재건 작업을 수행하는 
계약업체는 조치로 자금 또는 자금 조달을 받는 프로젝트에 대한 작업은 공공사업부 
PLA가 아닌 특정 조치 전반의 PLA를 준수해야 한다. 

(d) 본 목적상, "사업 노동 협의"는 공공계약법 제 2500절 (b)관 (1)호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제 22.618.8절. 의회의 수정 권한 

(a) 시의회는 다음의 경우에 본 조항 또는 채택한 최초 법안의 다른 조항을 수정할 
수 있다.

(1) 이러한 수정은 본 조항 제22.618.1절에 명시된 목적을 더욱 나아가거나 
용이하게 할 것이며, House LA 기금 내 자금을 본 조항 제 22.618.3절과 
일관되게 지출한다.

(2) 이러한 수정으로는 California 헌법 제 XIII조에 의해 요구되는 유권자의 
승인 없이 California 정부 규정 제 53750(h)절의 의미 내에서 시정부 규정 제 
21.9.2절 (b)관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증가시킬 수 없다. 

(3) 이러한 수정으로 제 22.618.7절의 요건이 약화될 수는 없다.

(b) 감독위원회는 본 조항 또는 시의회가 제안된 수정안을 채택하기 전에 채택한 
최초 법안의 다른 조항을 검토해야 하며, 수정안이 본 조항 제 22.618.1절에 명시된 
목적을 추가하는지 여부와 본 조항 제 22.618.3절의 지출 범주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만약 감독위원회가 제안된 수정안이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시의회는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증거가 뒷받침된 서면 반대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 5절. 법안 기간

노숙자 예방 및 적절 가격 주택 자금 지원을 위한 Los Angeles 프로그램 조례가 
채택되면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이 조례는 Los Angeles 시민에 의해 폐지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2022년 11월*KO67*



E281602  City of LA   Proof #9       5 3/8” x 8 3/8”

68
TXT1-30-KO

제 6절. 세출 한도 증가

California 헌법 제 XIII조 B 및 해당 법률에 따라, 2022년 11월 3일부터 4년간, 시의 
세출 한도가 시정부 규정 제 21.9.2절 (b)관에 따라 부과된 세금의 부과로 징수한 
총액만큼 증가해야 합니다. 

제 7절. 분리 가능성

본 법은 모든 연방법, 주법, 지방법, 규칙, 규정과 일관되게 해석되어야 한다. 관할 
법원이 본 최초 법안의 어느 절, 관, 조항, 문장, 어구 또는 일부를 위헌 또는 무효로 
선언하는 경우, 나머지 절, 관, 조항, 문장, 어구 및 일부는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며 
이를 위해 본 최초 법안의 조항은 분리될 수 있다. 그러므로 유권자는 위헌 또는 
무효한 절, 관, 조항, 문장, 어구 또는 일부 없이 본 최초 법안의 모든 절, 관, 조항, 
문장, 어구 또는 일부를 통과시켰다고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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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1.   유권자가 등록 유권자인 경우 투표할 권리.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투표할 자격이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 18세 이상
 � 현재 거주지에서 등록

 � 중죄 유죄선고로 현재 연방 또는 주 
교도 소 복역 중이 아닌 경우 및

 � 현재 법원에서 투표를 하기 위한 
정신적 무능력자라는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

2. 등록 유권자인 경우 명부에 이름이 없더라도 투표할 권리.
유권자는 잠정투표용지를 사용하여 투표합니다. 선거관리 담당관이 투표할 자격이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유권자의 투표는 집계됩니다.

3. 투표소가 폐장되었을 때 여전히 줄을 서있는 경우 투표할 권리.

4.  비밀투표를 할 권리. 어떤 사람도 유권자를 귀찮게 하거나 투표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5. 유권자가 실수를 한 경우 새 투표용지를 받을 권리, 이미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선거관리 공무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새 투표용지에 대해 질문, 
우편투표용지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 사무소 또는 투표소에서 새 투표용지로 
교환, 또는
잠정투표용지를 사용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6.  투표할 때 도움을 받을 권리, 유권자가 선택하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고용주 또는 노동조합 대표는 제외.

7. 작성한 우편투표용지를 캘리포니아 주 투표소에서 직접 투입할 권리.

8.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된 선거 자료를 받을 권리, 해당 선거구에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충분히 많은 경우.

9.  선거 절차에 대해 선거 관리 담당관에게 질문할 권리, 선거 과정을 감시할 권리 포함. 
유권자가 질문하는 사람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없는 경우, 유권자를 적합한 사람에게 
보내어 답변을 제공해야 합니다. 유권자가 방해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0.  불법적이거나 사기적인 선거 활동을 신고할 권리, 선거관리 담당관 또는 총무처장관실로 
신고.

유권자의 권리

이러한 권리가 거부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총무처장관의 무료 
유권자 핫라인 (866) 575-1558 로 
전화하십시오.

웹사이트: www.sos.ca.gov

전화번호: (866) 575-1558

이메일 주소: elections@sos.ca.gov

FP-VBR-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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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녹음 (213) 978-0444
모든 투표소에서 오디오 장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Braille Institute Library Central Library
741 North Vermont Avenue 630 West 5th Street

Los Angeles, CA  90029 Los Angeles, CA 90071
(323) 660-3880 (213) 228-7000 

유권자는 저희 사무실에 오디오 녹음 사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Office of the City Clerk-Election Division
Attn: Audio Recordings
555 Ramirez Street, Space 300
Los Angeles, CA 90012

특별 보조가 필요한 유권자를 위한 정보

LA 카운티 투표소는 휠체어로 출입 가능하며/가능하거나 거리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내부에는 투표를 도와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책자에 포함된 법안의 오디오 녹음은 영어, 아르메니아어, 중국어(북경어 및 
광동어), 페르시아어, 힌디어, 일본어, 크메르어, 한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및 베트남어로 제공됩니다. 이러한 녹음은 저희 웹사이트 
clerk.lacity.org/clerk-services/elections/municipal-elections에서 
"투표용지에 있는 법안" 상자를 클릭하고 다음 장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 유권자를 위해 TTY 전화번호가 제공됩니다.

언어 지원 (800) 994-8683

TTY 전화번호 (213) 473-3231

FP-INS-E

접근성 및 기타 보조 장치
800-815-2666, 옵션 7(LA 카운티 핫라인)

2022년 11월

시는 아르메니아어, 중국어, 페르시아어, 힌디어, 일본어, 크메르어, 
한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및 베트남어로 된 투표 
자료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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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은 11월 8일 화요일입니다

투표 시간: 오전 7시~오후 8시

FP-CAL-KO
2022년 11월

선거일 알림

1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71 *KO71*



유권자 메모난

FP-NTS-KO

선거일은 11월 8일 화요일입니다.

이 페이지는 출력 배치 형태로 인해 필요한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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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Election Information, 
please call 1-888-873-1000

The City of Los Angeles provides voter information  
in English as well as in the following languages:

Для получения копии данной брошюры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позвоните по номеру 1-800-994-VOTE (8683). 

Այս բրոշյուրի հայերեն օրինակն ստանալու համար 
զանգահարեք 1-800-994-VOTE (8683) հեռախոսահամարով։

선거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  
문의는 1-888-873-1000

Los Angeles시에서는 영어뿐 아니라 다음 언어로도 유권
자 정보를 지원합니다.



시 총선거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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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서기  HOLLY L. WOLCOTT 편집

유권자
정보
팜플렛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