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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fornia의 사형 제도는 실패하지 않았다. 국제적으로 
방해받았을 뿐이다. 
ACLU 같은 제안 62의 주요 지지자들은 수 십년을 사형 제도를 
깎아 내리는 데 힘썼으며, 이제는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희생자들을 위해서라도 그들이 이기게 해서는 안 된다! 
California의 사형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점에는 
우리 모두 동의한다. 해결책은 사형 제도를 고치는 것이지 끝내는 
것이 아니다. California의 일선 검사들과 선거직 지방 검사 58명 
거의 모두가 사형 제도를 손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제안 62에 대한 반대 투표로 시작할 수 있다! 
사형 제도에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는 잔인한 살인자들이 끝도 
없이 항소를 남발하면서 사형수 수감 건물에서 수 십년을 지내기 
때문이다. 제안 62 지지자들은 이들 폭력배에게 평생 건강 관리, 
주거, 음식 및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돈을 절약해 줄 것이라고 
여러분이 믿게 만들고 싶어하는데, 정말 그럴까? 그들은 누구를 
바보로 만들고 있는가? 
그들은 우리에게 사형 제도가 필요없다고 말한다. 정말 그럴까? 
California에는 연간 약 2,000의 살인자가 있다. 최악 중의 최악 
약 15명이 사형 선고를 받는다. 그들은 누구인가? 
• 대량 살상자/연쇄 살인범 • 희생자를 강간/고문한 살인범  

• 어린이 살인범. • 테러리스트 
제안 62 지지자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도피하여 다시 
살인을 저지르거나, 간수를 죽이는 경우 어떤 선고를 내릴 것인지 
질문해 보자? 다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해야 하는가? 
제안 62 지지자는 당신에게 영화 대본 같은 이야기를 믿게 하고 
싶은 배우와 같다. 하지만 분명히 짚고 보자. 현재 California의 
사형수 수감 건물에 무죄한 자는 없다. 그들은 여전히 논란 중인 
1989년 Texas 주의 한 사례를 끌어들여 언급하고 있다. California
는 무죄한 자에게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희생자 가족 및 법 집행 기관과 함께 하여 제안에 반대 투표를 
하자. 62항! 
www.NoProp62YesProp66.com. 

MICHELE HANISEE, 회장 
Los Angeles 카운티의 부지방 검사 협회 
MARC KLAAS, 12살 살해 피해자
Polly Klaas의 아버지 
LAREN LEICHLITER, 의장 
San Bernardino 카운티 부보안관 협회 

California의 사형 제도는 실패하였다. 납세자들은 1978년 이래 
13건의 사형 집행을 수행하는 데 5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한 건당 3억 8400만 달러의 비용에 달한다. 
사형은 피해자 가족에게는 공허한 약속이며 무고한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다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상존한다. 
제안 62에 대한 찬성론은 이러한 비용이 많이 드는 실패한 제도를 
가석방 없는 엄격한 종신형으로 대체한다. 
제안 62에 따라, 사형을 엄격한 종신형으로 대체할 것이다.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자는 절대로 석방되지 못할 것이다. 살인자를 비싼 
사형수 독방에 수용하는 대신, 다른 최대 보안 수준의 수감자들과 
함께 수용하게 될 것이다. 
노동 및 보상 
사형대에 서거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수 십년 항소 기간 동안 
재판정에 섰어야 했을 범죄자는 그 대신 노동 및 희생자의 
가족에게 보상해야 한다. 
희생자 가족을 위한 진정한 종결 
"California의 사형 제도는 우리 가족에게 있어 길고도 고통스러운 
시련입니다. 나의 누이를 죽인 살인자가 수없이 청문회에 
출석하면서 우리 가족은 그 비극을 계속 다시 겪게 됩니다. 사형 
제도는 공허한 정의의 약속입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진정한 
종결을 가져올 것입니다."—Beth Webb의 누이는 Orange County
의 한 미용실에서 있었던 총기 난사 사건에서 다른 7명과 함께 
살해 당했다. 
공정한 분석에 의해 확인된 엄청난 비용 절감 
California 주의 독립적 입법 분석가는 제안 62를 통해 연간 1
억 5천 달러가 절감될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사형 선고 비용은 
종신형보다 18배 더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러한 자원은 교육, 공공 
안전 및 실제 효과가 있는 범죄 예방에 지출하는 것이 더 좋다. 
깊은 폐해를 남기는 사형 제도의 결함 

California는 심각한 문제들로 인해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거의 40년 동안, 효과적인 사형 제도를 만들려는 모든 
개선 시도가 실패했다. 단순히 효과가 없는 것이다. 
"나는 California의 사형 법률을 이용하여 살인자들을 기소했지만, 
높은 비용, 끝없는 지연 및 미흡한 범죄 억제 효과를 지켜 보면서 
사형 제도를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Los Angeles 지방 검사 겸 전 California 검찰 총장 
John Van de Kamp 
무고한 사람을 사형시킬 위험이 실제적으로 존재 
DNA 기술 및 새로운 증거로 인해 사형 선고된 후 사형 대기자 
중 150명이 넘는 사람들의 무죄가 입증된 바 있다. California 
주에서는 새로운 증거로 무죄를 밝힘에 따라, 66명의 살인 판결이 
뒤집히기도 했다. 
1989년 Carlos DeLuna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으나, 독립적인 
조사 결과 후에 무죄가 입증되었다. 무고한 사람에게 사형 집행을 
하는 일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실수이다. 
전 사형 지지자: 62에 대한 찬성 
"나는 1978년 California에 다시 사형 제도를 도입하는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실수였습니다. 
이제는       도우려 했던 희생자 가족에게 오히려 상처를 입혔고 
세금을 낭비했다는 것을 압니다. 사형은 다시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체하고, 살인자를 영원히 가두고, 
그들을 일하게 하고 계속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Ron Briggs는 
California의 사형 제도를 만들기 위한 운동을 이끈 지도자였다. 
www.YesOn62.com 

JEANNE WOODFORD, 전 사형수 수감 건물 관리인
DONALD HELLER, California의 사형 법률 저자 
BETH WEBB, 2011년 살해된 희생자의 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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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입법 발의안.

발의안

62
  발의안 제62호에 대한 반대 의견  

  발의안 제62호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  

62에 대한 찬성에는 엄격한 종신형 선고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비용이 많이 들고 실패한 사형 제도에 계속 비용을 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안 62는 최악의 살인자들을 평생 가두고 사형 제도의 엄청난 
비용을 종식시킨다. 이러한 살인자들은 절대 가석방되거나 
석방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노동을 하여 희생자 가족들에게 
보상할 것이다. 
사형 선고자의 99%가 집행되지 않은 까닭에, 대부분의 사형 
선고자가 이미 감옥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사형 수감자 건물에 수감하는 데는 비용이 18배 더 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든다. 
62 제안에 찬성 투표하면 연간 1억 5천만 달러가 절감된다. 
주의 초당파 성향의 재무 자문인—Legislative Analyst—은 제안 
62가 납세자에게 1억 5천만 달러를 절감해 줄 것임을 확인해 
주었다. 유권자 안내서의 분석 내용을 직접 읽어 보십시오. 
38년 동안 실패한 제도 
제안 62의 반대자들은 사형 제도가 망가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사실, 사형 제도를 형성한 사형 제도 지지자들도 많은 
개선 시도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하고 
있다. 1978년 이래, 이미 최근 10년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건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납세자는 사형 제도에 50억 
달러를 지출해 왔다. 
무고한 사람이 사형당하는 일이 없도록 길고도 비용이 많이 드는 
항소 절차는 헌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변경할 
수가 없다. 제안 62에 찬성 투표를 하면 수 천만 달러를 절약하고 
악질적인 살인자들을 계속 가두고 희생자 가족에게 노동하여 
보상할 수 있게 한다. 

ROBYN BARBOUR, 1994년 할머니가 살해당함 
JOHN DONOHUE, Ph.D., 경제학 및 법학 교수 
Stanford 초등학교 
RON BRIGGS, 1978년 사형 제도를 다시 도입하기 위한 운동을 
이끈 지도자 

제안 62에 반대투표하는 일에 동참해주십시오! 
제안 62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 봅시다. 
제안 62는 최악 중의 최악인 살인자들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희생자의 가족들의 고통을 조롱하면서 수 십년 동안 
납세자의 비용으로 계속 살아가도록 만든다고 말한다. 
사형은 어린이 살인범, 강간/고문 살인자, 연쇄 살인범, 경찰 
살해자와 같은 악질 중의 악질 살인자에게만 언도된다. California
에서는 2,000명의 살인자 중 단지 1–2%만이 사형 선고를 
받는다. 
제안 62는 이들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에 더 높은 단계의 처벌이 
없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가장 악질 
범죄자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 California의 사형 제도가 붕괴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사형수 수감 건물 재소자들은 현재 정의를 부인하면서 계속하여 
상고를 남발할 수 있다. 
해결책은 California의 사형 법률을 고치는 것이지 끝내는 것이 
아니다. 
검사, 법 집행 기관, 살인 희생자 가족이 제안 62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것이 공공의 안전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희생자 가족의 
정의와 종결을 부인하고, 가장 끔찍한 살인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기 때문이다. 
제안 62의 지지자들은 잘못된 판결을 받은 사형수들이 
사형당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한다고 여러분이 믿게 만들고 
싶어한다. 
하지만 San Francisco Chronicle과의 인터뷰에서 전 검찰총장을 
역임한 주지사 Jerry Brown는 "California의 사형 수감자 건물에 
무죄한 재소자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2012-03-07) 
제안 62의 지지자는 그것이 납세자의 돈을 절감해 줄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누구를 바보로 만들고 있는가? 
제안 62에 따르면, 납세자는 잔인한 살인자들을 먹이고, 주거를 
제공하고, 호위하고, 그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건강 관리 비용을 
대야 하는 아주 곤란한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이다. 심지어 그들에게 
심장 이식 수술도 해주어야 한다! 
이 때문에 전 California 주 재무 담당 이사 Mike Genest는 "제안 
62는 비용이 1억 달러가 넘는다."고 말했다. 

제안 62가 희생자를 보호하지 않고 납세자도 보호하지 않는다면 
제안 62는 누구를 보호하는가? 
제안 62는 가족을 납치하고, 부모가 보는 앞에서 어린이들을 고문/
살해한 다음 엄마를 수차례 강간한 뒤 죽인 연쇄 살인범 Charles 
Ng를 보호한다. 
Ng는 30년도 더 전에 범죄를 저질렀고, 항소를 이용해 거의 15년 
동안 재판을 계속 연기했으며, 마침내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고 거의 20년 전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는 여전히 사형수 
수감소에 있으며, 이미 오래 전에 희생자들은 영원히 잠든 후에도 
오랫동안 살아남아 항소를 계속 제기하여 자신의 처벌을 지연하고 
있다. 
제안 62는 또 누구를 보호하는가? 
12세 Polly Klaas를 납치해 강간하고 고문한 뒤 죽인 Richard 
Allen Davis 
8세 Michael Lyons를 납치해 강간하고 고문한 뒤 칼로 70번 찌른 
연쇄 살인범 Robert Rhoads 
및 이들과 같은 수 백명을 보호한다. 
California의 사형수 수감소 재소자에는 
•1,000명이 넘는 살인 피해자의 살인자들 • 어린이 226명의 
살인자들 • 보안관 43명의 살인자들. • 강간 혹은 고문 후 살해 
당한 희생자 294명의 살인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사형 폐지를 지지하며, 사형 
제도를 곤란한 상태에 빠뜨리는 모든 항소 남발을 수행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다. 이제 그들은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 자신들이 만들어낸 문제들을 이용하고 있다. 
속지 마십시오. 제안 62에 반대투표하는 일에 동참해주십시오!
더 자세한 내용은 www.NoProp62YesProp66.com 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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