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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주민발의 법안. 

발의안 

제34호
 발의안 제34호에 대한 찬성론 

 발의안 제34호 찬성론에 대한 반론 

JERRY BROWN은 캘리포니아주의 사형수 중 무죄인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San Francisco Chronicle, 12-03-07.

발의안 제34호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간절한 나머지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발언이든지 할 것입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사형을 지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무죄, 범죄 해결, 비용 절감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대중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발의안 제34호는 캘리포니아주 일반 기금에서 1억 달러를 

가져갈 것입니다. 비용 절감으로 이 돈이 충당될 거라는 
찬성측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뿐만 아니라 발의안 제34호는 
살인범들이 평생 동안 수감 상태로 보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간 수백만 달러의 납세자들이 낸 세금을 낭비할 
것입니다.”—Mike Genest, 2005–2009 캘리포니아주 재무부 국장.

발의안 제34호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발의안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34호는 이른바 “노동 요구안”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로서 살인자들이 만족스러운 체육 활동까지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무죄임이 밝혀진 Franky Carrillo . . . 그는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사형수 감옥”이란 건 없습니다. San Quentin 

교도소가 있을 뿐입니다. 유권자들은 현명하므로 발의안 제34

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사형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지 않으며 그저 반대할 뿐입니다. 또한 이들은 보다 높은 
비용으로 정의를 구현하려 합니다.

"발의안 제34호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살인자에게 끔찍하게 죽은 
피해자의 유족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주요 법집행기관이 발의안 제34호에 반대하는  
이유입니다.”—Scott Seaman, 캘리포니아 경찰서장협회 회장.

죄를 진 살인범들을 승리자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Scott 
Peterson은 자신의 아들을 임신한 아내 Laci를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LACI는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아기 CONNER는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우리를 지키다 살해된 43명의 경찰 등의 희생자를 기억합시다. 

캘리포니아 주의 안전을 위해 우리와 그 뜻을 함께해 주십시오.
발의안 제34호에 반대표를 던지십시오.

CARL V. ADAMS, 회장 
캘리포니아 지방검사협회
KERMIT ALEXANDER 
로스앤젤레스 조폭에 의한 피해자 가족
RON COTTINGHAM, 회장 
캘리포니아 보안관 연구 협회

여러 증거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100명이 넘는 무고한 
사람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일부는 형이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발의안 제34호는 캘리포니아에서 무고한 사람이 처형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Franky Carrillo는 16세의 나이에 로스앤젤레스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었고, 여기서 잘못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의 무죄가 입증되는 데는 20년이 걸렸습니다! Cameron 
Willingham은 2004년에 텍사스에서 방화를 저질러 자녀들을 살해한 
죄로 처형되었습니다. 이후 공정한 수사 결과 방화는 없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누군가가 처형된 다음 무죄가 밝혀져봐야 이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LaDoris Cordell 판사, Santa Clara(퇴직)

캘리포니아주의 사형은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고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엉망입니다.

• 1967년 이후로 형이 집행된 사람은 고작 13명에 불과하고 2006
년 이후 사형에 집행된 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형수 대부분은 
나이가 들어 죽습니다.

• 우리는 세금으로 자금을 대는 최대 25년의 항소 건과 특수 
수감에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 현재 사형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34호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살인범이 일을 하고 판사의 

명령에 따라 피해자보상기금에 돈을 지불하도록 합니다.
또한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살인범이 죽을 때까지 감옥을 나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수백만 달러의 세금 낭비가 사라져 세금을 올리지 

않고서도 우리 아이들의 학교를 지원하고 보다 많은 수의 살인범과 
강간범을 체포할 수 있게 됩니다.

발의안 제34호는 예산을 절감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재정은 바닥이 났습니다.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보다 사형의 비용이 적게 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한 중립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형이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될 경우 캘리포니아 주는 5년 동안 약 10 달러를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변호사 비용과 사형수 특수 수감 
비용이 사라지면서 비용이 절감됩니다.
http://media.lls.edu/documents/Executing_the_Will_of_the_Voters.pdf

이렇게 낭비되는 세금을 법집행기관과 학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잔인무도한 살인범들이 정의의 심판을 피해가도록 둘 

수 없습니다.
매년 살인 사건의 거의 절반과 강간 사건의 절반 이상이 미결로 

남습니다. 살인범이 자유롭게 활보하며 다시 강간을 저지르고 인명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형수에게 수백만 달러를 낭비하는 
동안 수천 명의 피해자들은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살인범들을 즉시 법의 심판에 따라 
영원히 감옥에 가둬 혹독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 발의안 제34호는 세금을 절감하고 절감된 1억 달러의 돈을 강간 
및 살인 사건의 해결에 유용한 DNA 테스트, 과학수사연구소 및 
기타 도구에 쓰이도록 합니다.

• 발의안 제34호에 따르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살인범은 석방될 
수 있다는 희망 없이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또한 일을 
하여 피해자에게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1977년 이후 온당하게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모두 여전히 감옥에 수감 중이거나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분명 실효성이 있으며 결코 
캘리포니아주에서 무고한 사람에 사형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사형제도가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범죄 자체를 해결해야 
보다 사회가 안전해집니다.”—전직 법무장관 John Van de Kamp

"Willingham와 같은 무고한 사람이 사형을 당할 뻔한 사건이 
생길까 우려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무고한 사람이 처형되는 일이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발의안 제34호를 지지합니다.” 
—Bishop Flores, San Diego 교구

발의안 제34호에 찬성표를 던지십시오.

GIL GARCETTI, 지방 검사 
Los Angeles County, 1992–2000
JEANNE WOODFORD, 교도소장 
캘리포니아 사형수 수감 교도소, 1999–2004
JENNIFER A. WAGGONER, 회장 
캘리포니아 여성유권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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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안 제34호에 대한 반대론 

 발의안 제34호 반대론에 대한 반론 

사형.  
주민발의 법안. 

사형.  
주민발의 법안. 

발의안 

제34호

캘리포니아의 재정은 바닥이 났습니다. 사형을 폐지하면 
앞으로 사년 동안은 1억 달러, 이후에는 수백만 달러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정의가 이루어지기는 커녕 사형수들이 평생 동안 
머물 곳과 보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발의안 제34호는 비용 절감에 대한 발의안이 아닙니다. 발의안 

제34호는 공공안전법을 약화시키는 ACLU의 의제입니다. ACLU
는 살인범이 정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 필사적입니다. 이를 정당하게 생각하지 않는 유권자에게 
비용이 절감된다고 주장합니다!

ACLU의 노력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동으로, 피해자 
유가족들에게는 잔인한 행동이며 또한 유권자를 오도하고 
모욕하는 행동으로서 캘리포니아주에 위해가 되는 행동입니다.
발의안 제34호는 연쇄살인범을 비롯하여 경찰, 어린이, 노인을 

살해한 살인자들이 정의의 심판을 비켜갈 수 있도록 합니다. 
발의안 제34호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전에 캘리포니아주의 
사형제도가 폐지되었을 때 석방된 범죄자들이 다시 강간 및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권자들은 정의의 회복을 위해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야 

했습니다.
실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형은 범죄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법을 준수하는 시민으로 이루어진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사형을 선고했을 때에만 선고되며 사형을 선고 받는 살인범은 
전체 살인범의 2%도 되지 않습니다.

Richard Allen Davis: 12세의 Polly Klaas를 납치, 강간, 살해.
Richard "The Night Stalker" Ramirez: 납치, 강간, 고문으로 

어린이와 노인을 포함하여 14명이 불구가 되었고 11명 이상이 
위협 당함.
조직 폭력단 일원 Ramon Sandoval: 숨어 있다가 AK-47로 경찰 

Daryle Black(전직 미 해병)과 Rick Delfin에게 총을 쏨. 흑인을 
살해하고, Delfin의 머리에 총을 쐈으며, 임신부를 다치게 함.
연쇄 살인범 Robert Rhoades: 어린이 강간범으로, 8살의 Michael 

Lyons을 납치. Michael Lyons를 10시간 동안 성폭행 및 고문한 후 
70군데를 칼로 찌르고 목을 잘라 시신을 강에 유기함.

Alexander Hamilton: 경찰 Larry Lasater(해병대 참전 용사) 살인. 
Lasater의 부인은 당시 임신 칠 개월이었음.

주요 살인 피해자 수:

어린이 225명
경찰 43명
성폭행/살해 235명
고문/살해 90명
문제는 ACLU입니다. 이들은 사형제도가 지속적이지 못하며 

비용이 많이 든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그야말로 위선입니다! 
법의 공정한 집행을 끊임 없이 지연, 교란시키는 것이 바로 ACLU
와 그 지지자들입니다. 오하이오, 애리조나 등의 다른 주에서는 
범죄자들에게 완전한 권리를 주고 공정하게 사형을 집행합니다. 
캘리포니아도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농간: 발의안 제34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ACLU나 다른 
사형 반대론자들이 쓴 신문 기사 및 "연구"에 근거하여 비용과 
관련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도재활부의 자료에 따르면 사형제도를 폐지할 경우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단순한 수감/보건 비용만도 수천만 달러가 
증가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고한 어린이, 경찰, 누군가의 
부모를 서슴지 않고 살해한 살인범들을 돌보기 위해 연간 5만 
달러의 납세자들이 낸 세금이 사용될 것입니다.

악랄한 살인범에게 평생 동안 머무를 곳과 보건 혜택을 주면 
돈이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의안 제34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감추려고 하는 비밀입니다. 이것은 돈 문제가 아닙니다 . . . 바로 
정치적 안건의 문제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검찰, 경찰, 범죄 피해자, 지역사회 대표는 
모두 발의안 제34호에 반대표를 던져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ACLU
를 막읍시다. 사형제도를 유지합시다. 캘리포니아를 보호합시다.

waitingforjustice.net을 방문하십시오. 저희와 뜻을 함께해 
주십시오. 발의안 제34호에 반대표를 던지십시오.

HON. PETE WILSON 
전임 캘리포니아 주지사
MARC KLAAS 
12세의 살인 피해자 Polly Klaas의 아버지
KEITH ROYAL, 회장 
캘리포니아주 보안관 협회

발의안 제34호가 발효되면 캘리포니아주에서 무고한 사람이 처형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사형제도는 비용이 많이 들고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엉망입니다.

관련 사실:
• 본 유권자 안내서에 수록된 공정한 비용 분석에 따르면 발의안 제

34호로 매년 수백만 달러가 절감된다고 합니다. 직접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법집행기관 지도부와 검찰은 캘리포니아주의 사형제도가 엉망이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비해 매년 수백만 달러가 더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참고: http://ccfaj.org/rr-dp-official.html.

• 발의안 제34호는 사형수에게 값비싼 특수 수감, 변호사, 독방이 
제공되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낭비되는 세금을 학교에 
사용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사형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엉망이 된 
시스템에 낭비되는 수백만 달러의 돈이 교사, 경찰, 소방관들의 업무에 
보다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Carlos Moreno,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 판사(퇴직)

발의안 제34호는 살인범을 체포하고 처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효과:
• 흉악한 살인범이 석방 가능성 없이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도록 

합니다.
• 살인범에게 노동을 시키고 법원이 명령한 피해자 배상을 하도록 

합니다.
• 수백만 달러를 절약하여 강간 및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 데 1억 

달러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합니다. 우리가 이미 감옥에 있는 소수의 
범죄자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낭비하고 있지만 살인 사건의 46%, 
강간 사건의 56%가 미결로 남아 있습니다.

1977년 이후로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 받은 죄수는 
모두 여전히 수감 중이거나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 증거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100명이 넘는 
무고한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일부는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발의안 제34호가 발효되면 캘리포니아주에서 무고한 사람이 처형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발의안 제34호에 찬성표를 던지십시오.

ANTONIO R. VILLARAIGOSA 시장 
로스앤젤레스 시
HON. JOHN VAN de KAMP, 법무장관 
캘리포니아주, 1983–1991
LaDORIS CORDELL (퇴직) 
Santa Clara County 대법원 판사


	KO_127220_OFC_R3
	KO_127220_VIG_Letter_R1
	KO_127220_TOC_R4
	KO_127220_Voting_Info_R11
	KO_127220_QRG_R18
	KO_127220_Elections in California_R9
	KO_127220_Prop_30_Analysis_R9
	KO_127220_Prop_30_Arg_R7
	KO_127220_Prop_31_Analysis_R9
	KO_127220_Prop_31_Arg_R7
	KO_127220_Prop_32_Analysis_R9
	KO_127220_Prop_32_Arg_R7
	KO_127220_Prop_33_Analysis_R4
	KO_127220_Prop_33_Arg_R8
	KO_127220_Prop_34_Analysis_R4
	KO_127220_Prop_34_Arg_R11
	KO_127220_Prop_35_Analysis_R8
	KO_127220_Prop_35_Arg_R9
	KO_127220_Prop_36_Analysis_R7
	KO_127220_Prop_36_Arg_R7
	KO_127220_Prop_37_Analysis_R8
	KO_127220_Prop_37_Arg_R9
	KO_127220_Prop_38_Analysis_R14
	KO_127220_Prop_38_Arg_R9
	KO_127220_Prop_39_Analysis_R5
	KO_127220_Prop_39_Arg_R9
	KO_127220_Prop_40_Analysis_R4
	KO_127220_Prop_40_Arg_R8
	KO_127220_Candi_Statement_Info_R7
	KO_127220_CandiStmnts_R11
	KO_127220_TPL_Pt1_R5
	KO_127220_TPL_Pt2_R9
	KO_127220_Info_LrgPrnt_R8
	KO_127220_Bill_Of_Rights_R1
	KO_127220_VIG_OBC_Sample2_R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