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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안 제63호에 대한 찬성 의견  

  발의안 제63호 찬성 의견에 대한 반박  

제안 제63호는 총기 폭력으로부터 우리를 더 안전하게 지킬 
것입니다

공무 수행 중이던 Dallas	경찰. . .. Orlando의 한 
나이트클럽 . . .. San Bernardino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의 
휴일 파티	 . . .. Charleston의 교회	 . . .. Aurora의 
극장	 . . .. Newtown의 한 초등학교	 . . ..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총기 폭력으로 
희생되어야 할까요? 

매일 300명의 미국인이 총에 맞으며 이중 80명 이상은 치명상을 
입습니다. 

2004년에서 2014년까지 1백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총에 맞아 
숨졌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총기와 탄약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때입니다. 

모두를 위한 안전법인 제안 제63호는 법의 허점을 막아 위험한 
범죄자, 가정 내 마약 중독자 및 정신적으로 위험한 사람이 
치명적인 무기를 획득해 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수많은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제안 제63호는 
• 위험한 범죄자 및 가정 내 약물 중독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총기를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감시해 커뮤니티에 불법 
총기가 사라지도록 합니다.  

• 탄약을 판매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탄약이 분실되거나 도난 당한 
경우 이를 보고하도록 합니다. 

• 총이 분실되거나 도난 당한 경우 이 총이 잘못 사용되기 전에 
법집행처에 알리도록 합니다. 

• 총기 절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총기 소유 자격을 
박탈합니다. 

• 환경 점검 시스템을 강화하고 California 법집행처가 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를 FBI(미연방수사국)와 공유하도록 합니다. 

제안 제63호는 총기 및 탄약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법을 
준수하는 California인이 자기 방어, 사냥 및 오락 등을 위해 
총기를 소유할 권리를 보호합니다. 

현재 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판결 후 실제로 총기 
소유권을 포기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기에 수천 명에 이르는 
위험한 흉악범이 지금도 불법으로 총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17,000명 이상의 중죄인 및 기타 위험 인물이 1,400
개 이상의 살상 무기를 포함, 34,000개 이상의 총기를 소유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안 제63호 통과는 총기 안전을 향한 역사적이고 유례없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 CALIFORNIA 전역의 지도자는 제안 제63호를 지지합니다. 

• 부지사 Gavin Newsom • 미 상원의원 Dianne Feinstein • Law 
Center to Prevent Gun Violence • California 민주당 • California 
국무장관 Alex Padilla • 명예 하원 의장 Toni Atkins • 명예 하원 
의장 John Pérez • 보안관 Vicki Hennessy, San Francisco • 
전 경찰서장 Ken James, Emeryville • SEIU • California 여성 
유권자 연맹 • California 청년 민주당원 • California 교사 연맹 
• San Francisco 교육위원회 • 평등 California • 용기 선거운동 
• California 주 미 의사회 • California 주 미 응급의사회 • 
남가주 공중 보건 협회 • 경제정의를 위한 성직자 평신도 연합 • 
총기폭력 반대 연합 • 총기폭력에 반대하는 라비 모임 • 총기폭력 
예방을 위한 주연합 • 권총폭력은 이제 그만 • 총기 사용 금지 • 
총기폭력에 반대하는 여성 모임 • 살아 있는 젊은이! 
자세한 정보는 www.SafetyforAll.com.을 방문해 주십시오. 

GAVIN NEWSOM, California 부지사
DIANNE FEINSTEIN, 미 연방상원의원
ROBYN THOMAS, 전무 이사
총기폭력예방을 위한 법률센터

테러리스트는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Gavin Newsom은 Orlando 및 San Bernardino 공격이 이슬람 
극단주의에 영향을 받은 ISIS의 소행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996명의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갔던 9/11 
테러의 동기가 되었던 사상과 똑같습니다. 

테러리스트 공격을 악용해 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시민으로서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광범위한 법을 밀어붙이는 행위는 잘못되었고 
판단을 그르치게 하며 위험합니다. 

제안된 법 중 그 어떠한 법도 테러리스트 공격을 방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테러리스트는 큰 혼란을 야기하는 수단을 언제 
어디서나 찾을 수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9/11 당시 비행기 내 
상자를 자르는 칼, Boston의 자가 제조 폭탄 또는 France, Nice
의 트럭이 그 예입니다. 테러리스트는 암시장에서 무기를 구할 수 
있으며 법을 지키는 시민에게서 무기를 훔칠 수도 있습니다. 

무기가 잘못된 사람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모두가 동의합니다. 우리는 모두 커지고 있는 
테러리즘과 과격화 경향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제안 제63호는 이에 대한 해답이 아닙니다. 

해마다 수천 달러의 납세자 세금을 쓸모없는 총기 구매자 및 
판매자 명단 작성에 쓰는 것은 정작 중요한 자원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효과적인 테러 방지 노력에서 벗어나게 해 시민은 
공격에 더욱 노출되고 더 안전하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제안 제63호를 전면 반대하는 데에는 법 집행적 이유가 
있습니다. 

California 시민이 자신의 가족과 커뮤니티를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교육하고 더 나아가 
이를 위해 법 집행적 훈련을 위해 이러한 자원이 사용된다면 
공공의 관심을 더 나은 곳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 자원의 위험한 남용을 멈추십시오. 
제안 제63호에 반대 투표를 하십시오! 

ALON STIVI, 회장
Direct Measures International, Inc.
WILLIAM "BILLY" BIRDZELL, 미 특수전사령부 테러 방지 강사
RICHARD GRENELL, 국제연합 최장수 미국 대변인



63

이 페이지에 있는 찬반론은 저자의 의견이며 공식 기관에 의해 그 정확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찬반의견	 | 89

총기. 탄약 판매. 
입법 발의안.

발의안

63
  발의안 제63호에 대한 반대 의견  

  발의안 제63호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  

제안 제63호는 폭력 범죄자 및 테러리스트가 총기 및 탄약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해 준법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하므로 
법 집행 커뮤니티 및 시민권 집단은 이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California 주 보안관협회, Los Angeles 카운티 선거구 부법무관 
협회, California 주 교정시설 보안관 협회, California Fish & 
Game Wardens' Association, California 주 예비역 경찰관 협회, 
기타 다수의 법 집행 및 시민 집단은 California 전역에 있는 
수만 명의 공공 안전 전문가를 대신해 이 비효율적이고 부담을 
가중하며 큰 비용이 드는 제안에 연합하여 반대합니다. 

제안 제63호는 지방 법 집행에서 부족한 법 집행 자원으로 
눈을 돌리게 해 결함이 있는 법을 집행함으로써 이미 과밀한 
법원 시스템의 부담을 가중할 것이며 이에 따라 법을 준수하는 
악의 없는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 것입니다. 실제 최근 New York
에서는 이와 유사한 제안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려 제안이 통과된 후임에도 이를 집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공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제 효용이 있는 일을 하는 것이 
California 시민을 보호하는 데 헌신하는 법 집행 전문가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러나 제안 제63호는 그 누구도 안전하게 
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범죄자가 총기 및 탄약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진정한 효과를 보여주는 조치에 자원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지금보다 안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제안 제63호를 통해 낭비될 거대한 공공 자원은 더 

많은 장교를 채용해 위험 인물 및 테러리스트를 대상으로 이들을 
조사하고 기소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제안 제63호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법 집행 커뮤니티는 그 세부 
사항에서 수많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입법부는 유권자가 
제정한 제안은 수정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안 제63호가 통과된다면 입법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대부분 해결하지 못하거나 해결하기가 어려워 이처럼 결점이 있는 
제안은 앞으로 계속 California에 부담과 비용을 안겨줄 것입니다. 

입법부의 입장을 더 살펴보면 이러한 제안은 공공 안전 전문가가 
향후 공공 안전을 진정으로 향상해줄 입법안을 개발하지 못하게 
합니다. California 납세자는 아무런 법 집행적 가치도 없이 공공 
안전에 매우 중요한 효과적인 법 집행 활동을 벗어나 공공 안전에 
해를 입히는 데 자원을 사용하는 비효율적 법에 수억 달러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WHERESMYAMMO.COM을 
참조하십시오. 
제안 제 63호에 반대 투표하십시오.

DONNY YOUNGBLOOD, 회장
California 주 보안관협회
KEVIN BERNZOTT, 최고경영자
California 주 예비역 경찰관 협회
TIFFANY CHEUVRONT, 최고 장교
Coalition for Civil Liberties

법 집행 및 공공 안전 담당 공무원으로서 NRA 등 그 제휴 단체가 
제안 제63호에 반대하는 모습이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마십시오. 소위 말하는 "Coalition for Civil Liberties"는 실제로는 
NRA의 표면상 단체일 뿐입니다.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압력 단체는 기존 총기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제안을 통해 하고자 하는 
정확한 지점입니다. 제안 제63호는 총기 및 탄약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기존 법이 지닌 허점을 보완해 강화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제안 제63호는 총기 소지가 금지된 위험한 전과자가 
법을 준수해 총기를 소유하지 않도록 합니다. 법 집행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중범죄자 및 위험 인물이 수천 정에 이르는 총기를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허점을 막는 
것이 다수의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제안 제63호는 또한 분실 및 도난 총기를 신고하도록 해 경찰이 
총기 매매의 고리를 끊고 불법 무기 은닉처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안 제63호는 도난 총기가 범죄에 사용되기 전에 이를 
회수해 본래의 합법적인 소유주에게 되돌려주는 경찰의 업무를 

지원합니다. 

또한 제안 제63호는 환경 점검 시스템을 개선해 폭력 
중범죄자처럼 무기 소유가 금지된 사람이 총기 및 탄약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법이 집행되도록 합니다. 

제안 제63호는 모든 총기 절도는 중범죄임을 명시한 기존 법을 
명확히 해 총기를 훔친 사람이 총기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바로 법 집행 전문가가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생명 안전을 위한 또 
하나의 상식적인 개혁입니다. 
제안 제 63호는 기존 법의 허점을 막아 위험한 범죄자, 가정 
내 마약 중독자 및 정신적으로 위험한 사람이 치명적인 무기를 
획득해 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NANCY O'MALLEY, 지방검사
Alameda 카운티
JEFF ROSEN, 지방검사
Santa Clara 카운티
VICKI HENNESSY, 보안관
San Francisc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