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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법.  
반복적으로 중죄를 저지른 범죄자.  
처벌. 주민발의 법안. 

발의안 

제36호
 발의안 제36호에 대한 찬성론 

 발의안 제36호에 대한 찬성론에 대한 반론 

발의안 제36호의 지지자들은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 제36호의 감춰진 조항으로 인해 수천 명의 위험한 
범죄자들이 형량을 감형받고 조기에 감옥에서 석방될 
것입니다. Fresno Bee에 따르면:

"발의안 제36호가 통과될 경우, 삼진법에 따라 복역 중인 
무기징역수 약 3,000명이 감형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 . . ” 

• 위험한 범죄자들 중 일부가 주 가석방 기관이나 그 외 
일체의 법집행 기관 감독 없이 석방되게 됩니다. 독립 
입법분석관에 따르면:

"이 법안에 따라 재선고를 받는 써드 스트라이커들의 경우 석방 
즉시 주 가석방 감독이 아닌 카운티 지역 사회 감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며 . . . 이들 중 일부는 지역 사회 감독 
없이도 석방될 수 있습니다.”

• 발의안 제36호는 전혀 불필요한 것입니다. 검찰과 
판사들은 이미 삼진법을 공정하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검사협회의 회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사들과 검찰은 발의안 제36호가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제36호는 위험한 재범 흉악 범죄자들에 대해 삼진법을 
적용해 다시는 거리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우리 권한을 
감소시킵니다.”

• 제36호는 캘리포니아주 경찰 서장, 보안관, 검사, 경찰관 
등을 대표하는 단체를 포함해, 모든 주요 법집행 기관 
및 피해자 권익 옹호 단체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36
호의 지지자들 중에는 법집행 기관이나 단체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 제36호는 세금을 낮추지 않습니다. 정부가 범죄와 싸우기 
위해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적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범죄가 많아지면 세금도 더 
나갑니다!

삼진법을 지킬 수 있게 도와 주십시오. 제36호에 반대 
투표하십시오.

CHIEF RICK BRAZIEL, 회장
캘리포니아 평화공무원협회
HENRY T. NICHOLAS, III, Ph.D., 저자 
캘리포니아 희생자 기본 권리 선언(California's Victims 
Bill of Rights)
CHRISTINE WARD, 전무 이사
범죄 피해자 행동 연합

발의안 제36호 삼진아웃 개혁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집행 기관 지도자들, 민권 단체, 납세자 권익 옹호자들로 
구성된 폭넓은 초당 연합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 범죄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합니다
귀중한 재정 및 법집행 자원이 부적절하게 분산되어 비폭력 

관련 범죄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일에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발의안 제36호는 폭력 관련 재범자들이 조기에 
석방되지 않고 처벌받도록 보장해 줄 것입니다.
• 캘리포니아주 예산을 연간 1억 달러 이상 절감해 줍니다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세금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돈을 

대신 학교 예산 지원, 범죄와의 싸움, 주정부 적자 감소 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삼진법은 심각한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르는 위험한 상습 범죄자들은 25년부터 무기징역의 
징역형을 통해 계속 처벌받도록 할 것입니다.
• 위험한 범죄자들을 수용할 공간이 생깁니다
발의안 제36호는 비폭력 관련 범죄자들로 감옥 시설이 

과밀화되는 것을 막아 폭력 관련 중죄자들을 계속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둘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조성합니다. 
• 법집행 기관의 지원
검찰, 판사, 경찰은 발의안 제36호가 위험한 범죄자들은 

평생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제36호를 
지지합니다. 발의안 제36호는 위험한 범죄자들을 계속 
사회로부터 격리시킵니다.
• 납세자 지지
발의안 제36호는 매년 1억 달러를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세제개혁을 위한 미국인 모임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Grover 
Norquist 씨는, “삼진개혁법은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납세자들에게는 이익이 되는 법입니다. 사람들을 폭력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하면서 동시에 수억 달러에 달하는 
납세자들의 소중한 돈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 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의 예상에 따르면, 
법이 바뀌지 않을 경우 세 번째 이상의 비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들을 수용하는 비용과 의료비로 수백만 달러를 
부담해야 합니다. 발의안 제36호는 납세자들의 돈을 절약해 줄 
것입니다.
• 범죄에 대한 엄격하면서 현명한 대응
형사 사법 전문가 및 법집행 기관 지도자들이 신중하게 

작성한 만큼 발의안 제36호는 정말 위험한 범죄자들은 개혁에 
따른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재범자들은 
심각하거나 폭력적인 세 번째 범죄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비폭력 관련 범죄 재범자들은 통상적 형량의 
두 배에 해당되는 형량을 선고 받게 됩니다. 강간, 살인 또는 
아동 성추행 등과 같이 극히 폭력적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모든 피의자는 세 번째 범죄가 얼마나 사소한 것이든 
25년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참하십시오
발의안 제36호가 통과되면 캘리포니아주는 계속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재범자 삼진법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선고 
측면에서 비례성을 강조해 공정성을 갖고 이 중요한 법은 한층 
더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의안 제36호에 찬성하는 데 동참해 주십시오.
www.FixThreeStrikes.org를 방문해 더 자세히 알아 보십시오.

STEVE COOLEY, 지역구 검사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GEORGE GASCON, 지역구 검사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
DAVID MILLS, 교수 
스탠퍼드 로스쿨



본 페이지에 인쇄된 찬반론은 작성자의 의견이며 공공기관에서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한 것은 아닙니다. 찬반론  |  53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발의안 제36호에 대한 반대론 

 발의안 제36호에 대한 반대론에 대한 반론 

삼진법.  
반복적으로 중죄를 저지른 범죄자.  
처벌. 주민발의 법안. 

삼진법.  
반복적으로 중죄를 저지른 범죄자.  
처벌. 주민발의 법안.

발의안 

제36호
1994년, 유권자들은 재범자들에 대한 형량을 늘리는 

삼진법을 큰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거의 즉각적으로, 캘리포니아주의 범죄율은 
곤두박질쳤고 현재와 같은 불황기에도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같은 범죄자들이 
캘리포니아주 범원과 감옥을 들락날락하면서 대부분의 범죄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권자들은 
이제 더는 못 참고 삼진 아웃!이라고 외쳤습니다.

2004년, ACLU와 엄격한 형법에 반대하는 기타 단체들은 
삼진법을 바꾸려고 시도했습니다. 유권자들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이제 다시 발의안 제36호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번에도 우리를 속이지 못했고 이번에도 
우리를 속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발의안 제36호는 위험한 범죄자들이 

감형을 받아 감옥에서 석방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발의안 제36호는 누구에게 적용되겠습니까?

• 사회에 위협적인 존재로, 검찰이 세 번째 범죄 혐의로 
기소한 범죄자들;

• 너무도 위험한 존재라서 판사가 검사의 그러한 기소 
결정에 동의한 범죄자들;

• 너무도 위협적인 존재라서 배심원단이 해당 범죄로 유죄 
판결을 내린 범죄자들;

• 너무도 위험한 존재라서 판사가 25년에서 무기징역형을 
내릴 범죄자들; 그리고

• 합법적 상소가 모두 기각된 범죄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발의안 제36호는 같은 범죄자가 

다른 판사에게 석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이 범죄자들 일부는 가석방이나 
일체의 감독 없이 감옥에서 석방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발의안 제36호에 따른 일부 수감자들의 조기 석방에 대해 

독립 입법분석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 중 일부는 지역 사회 감시없이 감옥에서 석방될 수 
있습니다.”
발의안 제36호가 다음과 같은 캘리포나이주 경찰, 보안관서 

및 법집행 기관의 반대에 부딪히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경찰서장협회
캘리포니아 보안관 협회
캘리포니아 지방검사협회
캘리포니아 보안관연구협회
로스앤젤레스 경찰관 보호소

이렇게 갓 석방된 상습 범죄자들이 감옥에서 나오면 무엇을 
할까요?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무고한 희생자들을 해치거나 죽이고, 결국은 지금 
수감된 감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이들을 현재 감옥에 계속 수감시키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이 지출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희생자 권익 옹호 단체가 발의안 제36호를 

반대하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범죄 피해자 권익 옹호 단체
범죄 피해자 행동 연합
살인 미수 범죄 예방 시민 모임
범죄정의법재단

유권자들이 삼진법을 통과시킬 당시, 그 법이 너무 
가혹하거나 고비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권자들은 그러한 견해를 2004년에 거부했습니다. 삼진법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더라도 발의안 제36호는 답이 
아닙니다. 형량 선고법이 바뀌더라도 앞으로 저질러질 범죄에 
한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미 감옥에 있는 범죄자들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범죄 희생자들이 이같이 
위험한 범죄자들의 재선고와 조기 석방이라는 고통을 다시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공정하지 않습니다. 
발의안 제36호에 반대 투표하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www.save3strikes.com

SHERIFF KEITH ROYAL, 회장
캘리포니아 보안관 협회
지역구 검사 CARL ADAMS, 회장
캘리포니아 지방검사협회
HARRIET SALERNO, 회장
캘리포니아 범죄 피해자 권익 옹호 단체

발의안 제36호의 반대자들이 사용하는 겁주기 수법을 믿지 
마십시오.
여기 사실이 있습니다:
• 발의안 제36호는 살인범, 강간범, 아동 성추행범 및 그 외 
위험한 범죄자들은 반드시 형량을 모두 채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발의안 제36호는 소중한 세금 수억 달러를 절감해 줍니다.
• 발의안 제36호는 주 교도소 징역 형량을 두 배로 
늘림으로써 비폭력 관련 범죄 재범자들을 계속 
처벌합니다.

현재, 감옥이 공공 안전에는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비폭력 
관련 범죄자들로 넘쳐나는 바람에 위험한 범죄자들이 조기에 
석방되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36호는 위험한 범죄자들의 
조기 석방을 금지합니다. 양말 한 켤레를 훔친 일, 빵이나 아기 
분유를 훔친 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무기징역은 
맞지 않습니다.
발의안 제36호는 다음과 같은 법집행 기관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 Steve Cooley,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역구 검사
• Jeffrey Rosen, 산타 클라라 카운티 지역구 검사

• George Gascon,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 지역구 검사
• Charlie Beck, 로스앤젤레스 경찰청장
이 분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제36호가:
• 심각하고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위험한 범죄자들에게는 

무기징역 선고를 의무화한다는 것을.
• 범죄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한다는 것을: 비폭력 
관련 범죄자들에 소중한 경찰 및 교정 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막읍시다.

• 연간 1억 달러 이상을 절감합니다.

STEVE COOLEY, 지역구 검사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JEFFREY F. ROSEN, 지역구 검사 
산타 클라라 카운티
CHARLIE BECK  
로스앤젤레스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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