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ES on 15—Schools & Communities First is a fair 
and balanced reform that raises revenues to invest in 
schools and vital services for our local communities 

 

More than 1,700,000 Californians signed the petition to 
put Prop 15 on the ballot because it’s time for the 

biggest corporations to start paying their fair share 
 
The biggest corporate property owners are using shady loopholes to avoid paying their 
fair share in property taxes. It costs our schools and local communities $12 billion a year.  
 
The result is our communities are left without the resources we need to: provide new 
funding for every school district in California, protect us from health care emergencies, 
reduce homelessness, and ensure basics like clean drinking water. 
 
Voting YES on Prop 15: 
 
§ Reclaims $12 billion per year for schools, community colleges, and vital services in 

our local communities 
 
§ Gets the richest 10% of corporate property owners to generate 92% of the funding 
 
§ Exempts homeowners, renters, and agricultural land so they continue to be fully 

protected by Prop 13 
 
§ Gives small businesses reviving our economy tax breaks to hire back workers and grow 
 

Join us and learn more at: Yes1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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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발의안 	찬성—학교와 	커뮤니티 	먼저는	학교와	
우리	지역커뮤니티에	필요한	서비스에	투자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하고	균형잡힌	개혁을	추구합니다.	

	

1,700,000	명이 	넘는 	캘리포니아인이 	
대기업이 	공정한 	부담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민발의안에 	15번을 	포함하는 	청원서에 	서명했습니다 .		

	
대규모의	기업부동산	소유주들은	제	몫의	재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	교묘하게	세제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학교와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매년	$120억의	
기금을	손해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커뮤니티에	필수적인	서비스-	캘리포니아의	모든	학군을	지원할	신규	기금,	
긴급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홈리스를	줄이고,	깨끗한	식수	확보등–를	제공할	자원이	
부족합니다.	
	
주민발의안 	15번에 	찬성하시면 :	
	
§ 학교와	커뮤니티	칼리지및	지역	커뮤니티의	필수	서비스에	사용될	연간	$120억의	
재원을	되찾아	옵니다.	

§ 가장	부유한	기업부동산	소유주	10%가	재원의	92%를	충당하도록	합니다.	
§ 주택소유주와,	세입자및	농사용	부지는	제외하여	이들이	주민발의안	13번의	보호를	
받게	합니다.		

§ 소규모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인력을	재고용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부활합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다음을 	방문하세요 :	Yes15.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