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총선거   발의 법안 제976호 페이지 1  / 2 
Copyright 2019 워싱턴 주 여성 유권자 연맹® www.lwvwa.org 저작권자를 언급한다면 무료 사용 및 배포 환영. 

워싱턴 투표지 요약: 

발의 법안 제976호 
 

선거 날짜: 2019년 11월 5일 
 

투표 제목(투표지에 표시될 내용): 

발의 법안 제976호는 자동차세 및 수수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특정 자동차세와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을 폐지, 축소 또는 제거하고; 유권자 승인 요금을 제외하고는 연간 

자동차 면허료를 $30로 제한하며; 자동차세를 켈리 블루북 산정 자동차 가치에 기초하도록 

합니다.  
 

투표 법안 요약 

이 법안은 특정 자동차세와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을 폐지 또는 제거하고; 본 법안 발효 일자 

이후 유권자로부터 승인된 요금을 제외하고는 중량이 10,000파운드 이하인 자동차에 대한 

주와 지방 정부 면허료를 $30로 제한하며; 자동차세를 켈리 블루북 산정 자동차 가치에 

기초하도록 하고; 허용된다면 지역 교통 기관에서 조기에 공채를 상환할 것을 요구하며; 

2020년까지 상환되는 공채의 경우 공채와 연계된 세금을 축소 또는 폐지하도록 합니다. 
 

배경: 

연간 자동차 면허료에는 몇 가지 세금과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이들 중 일부 세금은 교통 

혜택 지구(TBD)에 기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 의회는 시와 카운티가 지역 교통 개선 

기금으로 TBD를 설립할 수 있도록 1987년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킹, 피어스, 스노호미시 

카운티를 포함하는 센트럴 퓨젯 사운드 교통 지역 교통 기관 지구의 주민들은 제조업체 

권장 소비자 가격(MSRP)에 기초하여 지역 대중교통 프로젝트에 기금을 제공하는 자동차 

소비세를 납부합니다. 이 지구는 일반적으로 사운드 교통 지구라고 불립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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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시 즉각적인 효과:  

발의안 976은 자동차 면허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법안은 총 중량이 10,000파운드 이하인 

자동차에 대한 연간 면허료 청구액을 $30로 축소합니다. 중량에 기초하여 이동 주택 차량에 

부과된 추가 요금은 폐지됩니다. 전기 자동차에 부과된 추가 요금은 제거됩니다.  
 

교통 혜택 지구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교통 혜택 지구(TBD)를 설정한 60개 이상 관할이 

자동차 면허 프로그램을 통한 수수료 징수 능력을 잃게 됩니다.  
 

유권자가 승인한 미래의 자동차세는 MSRP가 아닌 켈리 블루북 산정 자동차 가치에 

기초해야 합니다. 

사운드 교통 지구는 해당 기관 공채를 상환하거나 재융자해야 합니다(가능한 경우). 자동차 

소비세(MVET)는 .8%에서 .2%로 인하되고 MSRP가 아닌 켈리 블루북 산정 자동차 가치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통과 시 재정적 효과:  

워싱턴 주 재정 관리국은 I-976 법안이 다음 6년 동안 주에 가져올 세수 손실이 $19억 달러, 

지방 정부에 가져올 손실이 $2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합니다. 시행 비용은 2019-2021 

이 년 동안 $2,846,800가 추가로 소요될 것입니다. 고속도로 건설, 고속도로 유지 보수 및 

페리 서비스 지원을 위한 주요 자금 원천인 자동차 계좌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 철도 및 자전거 프로젝트와 지역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이 

줄어듭니다.  
 

찬성론: 

본 발의안 지원자들은 유권자가 과거에 $30.00 자동차 요금 제한을 승인했는데도 주 의회는 

자동차 중량과 가치에 따라 수수료를 계속해서 추가해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또한 

자동차 가치를 MSRP(제조업체 권장 소비자 가격)에 기초하여 계산하는 것은 자동차의 

가치를 부풀린다고 주장하고 켈리 블루북 산정 자동차 가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진실하다고 논박합니다.   
 

반대론: 

본 발의안 반대자들은 현재 자동차 수수료가 우리 고속도로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자금, 교통 시스템 자금, 페리 시스템 유지 및 워싱턴 주 순찰 투자 자금을 제공하는 중요한 

교통 자금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교통 시스템이 건강한 경제와 모든 주민의 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는 물론 사운드 교통 기관의 

예산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2019년 9월 24일, 워싱턴 주 여성 유권자 연맹(LWVWA)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