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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대마초 합법화.  
입법 발의안.64

  발의안 제64호에 대한 찬성 의견  

  발의안 제64호 찬성 의견에 대한 반박  

제안 제64호는 45년 동안의 TV 담배 광고 금지를 사실상 풀어줄 
수 있으며 수백만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마리화나 광고를 
시청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광고는 올림픽 경기, "The Voice," 
"The Big Bang Theory" 기타 젊은 시청자들에게 인기 있는 
수백개의 프로그램 중간에 방송될 수 있습니다. 
마리화나 흡연 광고는 모든 방송국의 프라임 타임 쇼에 방송이 
허용되며, 모든 TV 프로그램의 약 95%에서 방송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마리화나 캔디와 브라우니 광고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Colorado에서 응급실 방문을 급증시킨 것으로 
비난을 받은 것과 동일한 제품입니다. 
저희는 TV 담배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흡연 
시작을 부추긴다는 연구때문입니다. 마리화나 흡연 TV 광고는 
금지되었어야 하지만, 제안자들은 그들이 계획하는 약 수십억 
달러의 막대한 수익을 제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담배 자금과 
마찬가지로 제안 64가 잉태한 독점 회사들은 제안 64가 초래할 
피해를 되돌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 돈을 정치인들을 위한 
기부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물 남용에 관한 미국 소아과 학회 위원회 의장인 Sharon Levy, 
M.D., FAAP는 "담배의 유해성은 압도적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대한 담배의 유해성을 입증하는데 여러 세대에 걸쳐 
수백만 명의 목숨과 수십억 달러의 희생을 치렀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이미 알려져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는 마리화나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의 개혁 이후 California 교도소에 단순 마리화나 소지죄 
만으로 수감되어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안 제64
호의 진정한 모습은 수십억 달러를 벌기 위해 우리의 자녀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제안 제64호에 반대투표하는 일에 동참해주십시오. 

KATIE DEXTER, 전임 회장 
San Diego 카운티 학교 위원회 협회 
JOHN QUINTANILLA, 위원 
Rosemead 학군 
CYNTHIA RUIZ, 위원 
Walnut Valley 통합 학군

제안 제64호는 결국 어린이들을 보호하면서 어른들이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포괄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리화나는 California 어디에서든 입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에 대한 보호 수단이 없으며, 제품 안전이 보장되지도 
않으며, 주에 조세 수입을 안겨 주지도 않습니다. 
발의안 제64호는 성인의 마리화나 사용을 통제·규제하고 이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며,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의 마리화나 
사용을 California가 더 이상 범죄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California 의사 협회는 제안 제64호를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이미 성인의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한 여러 주들의 모범 
사례들을 통합하고, 법집행 및 공중 보건 전문가들이 포함된 
California 마리화나 정책에 관한 블루리본 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하게 고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안 제64호의 역할: 
• 본 법에 따르면, 21세 이상의 성인은 소량의 비의료용 
마리화나를 소지하는 것과 개인적인 용도로 집에서 소량을 
재배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비의료용 마리화나의 판매는 고도로 
규제되며 마리화나 사업을 허가받은 경우에만 합법적으로 
인정되며, 또한 오직 21세 이상의 성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 주류 판매점, 식료품점에서는 마리화나를 판매하지 
못합니다. 

어린이 보호: 
• 약품상은 연령을 확인하지 않으며, 따라서 현재는 위험 
약물이나 화학 물질과 더불어 마리화나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제64호는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어린이 보호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구매자는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어린이에 대한 직접 
광고를 금지하며, 확실한 레이블을 부착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3자의 제품 테스트를 요구합니다. 제64호는 학교 
주변에 마리화나 판매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독립적인 입법 분석가 사무소는 제64호가 수입을 높이고 
비용을 낮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미납 세금을 마리화나로부터 
징수함으로써 매년 10억 달러의 수입을 발생시켜 California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 법 집행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매년 
수천만 달러를 절약하게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향후 10
년 동안 110억 달러의 이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 64호는 돈의 지출 방식을 지정하지 않았던 과거 법안의 실수를 
바로잡았습니다. 본 법안은 금전의 지출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발의안 제64호는 정치인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전용하는 것을 명확하게 금지합니다. 

• 제64호는 법안 자체의 비용을 충당하고, 어린이들이 학교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과후 프로그램, 직업 소개, 직업 
훈련, 정신 건강 치료, 십대들을 위한 약물 퇴치 교육, 알콜 중독 
및 약물 중독 치료, 음주 운전 퇴치를 위한 법집행 훈련 및 연구 
기금 조성을 위해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형성합니다. 향후 10
년 동안 이 프로그램들은 세입으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받을 
것입니다. 

매년 California내에서 마리화나 재배 및 판매로 인해 8,800
명 이상이 중죄로 체포되어, 그 일부는 매우 긴 징역형을 선고 
받습니다. 이는 법집행 자원의 막대한 낭비입니다. 발의안 제
64호는 마리화나로 인해 사람들의 인생이 붕괴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제64호에 제시된 엄격하고 상식적인 규정은 부지사 Gavin 
Newsom, 민주당 및 공화당 하원 의원들, Law Enforcement 
Against Prohibition, California NAACP, California 민주당 및 
그외 많은 분들을 포함해 마리화나 개혁을 지지하는 역대 가장 큰 
연합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마리화나에 대한 현행 California의 정책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망가진 시스템의 
막을 내리고, 증명된 개혁을 실시할 때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마리화나를 안전하게 통제하면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DR. DONALD O. LYMAN, 전임 만성병 및 상해 관리 과장 
California 공중 보건부 
GRETCHEN BURNS, 전무 이사 
중독 치료 및 치유를 위한 부모회 
STEVEN DOWNING, 전임 총감 
Los Angeles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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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합법화.  
입법 발의안.

발의안

64
  발의안 제64호에 대한 반대 의견  

  발의안 제64호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  

마리화나 개혁에 항상 반대하는 집단의 전략에 겁먹지 말고 
사실을 보십시오. 
• 일부 증거는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에서 젊은이들의 마리화나 
사용이 감소했음을 보여줍니다. 발의안 제64호는 경고 레이블, 
어린이가 열 수 없는 포장, 광고 제한 등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어린이 보호 수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리화나를 일반 
대중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고 어린이들로부터 거리를 두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제안 제64호는 결코 TV 광고를 합법화하지 않습니다. 연방 
법률이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에서 마리화나 흡연 운전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았으며 교통사고의 위험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Colorado 공공 안전부 및 전국 고속도로 
안전 위원회는 모두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안 제64호에 찬성 투표를 하십시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안 제64호는 안전을 위협하는 운전을 엄중 단속하기 위한 
장비 및 법집행 훈련에 수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California 
고속도로 경찰의 감독하에 운전자의 흡연 영향을 측정하는 
종합적인 법적 표준을 수립을 위해 새로운 기금을 배정합니다. 

• 제안 제64호는 공중 보건 및 안전의 보호를 마리화나 사업 허가 
자격을 판단하는 규제 기관의 최고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 제안 제64호는 지방 통제를 보호합니다.
• 제안 제64호는 주지사가 서명한 소비자 보호 수단들을 
기반으로 합니다. 

독립적인 입법 분석가 사무소는 제안 제64호가 수입을 늘리고 
비용을 감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양당의 입법자들은 안전하게 
합법화한 여러 주의 모범 관행에 기초해 제안 제64호를 
지지합니다. 
Los Angeles의 어머니 Maria Alexander는 "저는 마리화나를 
사용하지 않으며 저의 17세 아들이 마리화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제안 제64호에 찬성 투표를 할 겁니다. 
이 법안은 어린이들을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보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YesOn64.org 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하원의원 TED LIEU, 전직 군 검찰관 
MARSHA ROSENBAUM, Ph.D., 공동 의장 
청소년 교육 및 예방 워킹 그룹, 마리화나 정책에 관한 블루리본 
위원회 
DR. LARRY BEDARD, 전직 회장
전국 응급 의료 칼리지 

제안 제64호에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5개의 중대한 결함이 있습니다. 
결함 #1: 고속도로 치사율이 2배가 됩니다. 
Washington주의 합법화 이후, 안전을 위한 AAA 재단은 
마리화나와 관계 있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2배가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제안 제64호의 
제안자들은 마리화나에 대한 DUI 표준 도입을 거부하였으며, 
마리화나에 취한 운전자들을 고속도로에서 내쫓는 것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함 #2: 학교와 공원 부근에서 마리화나 재배를 허용합니다. 
제안 제64호는 실제로 6본 이하의 경우 (이는 많은 양의 
마리화나입니다) 초등학교 옆에서조차 지방 정부가 마리화나의 
실내 재배를 금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California 경찰 
서장 협회는 "초등학교와 운동장 근처에서 마리화나 실내 재배를 
허용함으로써 제안 제64호는 지방 통제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함 #3: 암시장 및 약물 카르텔 활동을 낮추기는 커녕 오히려 
증가시킬 것입니다. 
Colorado 경찰 서장 협회의 전임 회장인 John Jackson은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Colorado에서는 조직 범죄 기소가 
급증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2007년에는 1건을 기소했으나, 
2015년까지 40건이 되었습니다. 제안 제64호는 헤로인과 
메테드린 딜러를 중죄로 기소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합법적인 
마리화나 사업을 도입합니다. California에서 이는 더 심각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결함 #4: TV 담배 광고 금지를 총체적으로 후퇴시킬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TV에서 담배 광고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안 제
64호는 수백만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시청하는 프라임 타임에 
마리화나 흡연 광고를 허락합니다. 
결함 #5: 제안 제64호는 알콜과 약물 중독 문제로 휘청거리고 
있는 혜택받지 못한 동네에 대한 집중 공격입니다.
도시 내의 5,000개 교회를 대표하는 국제 신앙 연합체의 주교 
Ron Allen은 제안 제64를 "소수자에 대한 공격"이라고 부르고,"

가난한 동네에 개업할 수 있는 마리화나 가게의 수를 왜 제한하지 
않는가? 2개의 주류 판매점이 있는 모든 블록에 마리화나 가게가 
줄지어 등장할 것이며, 여전히 식료품점은 없을 것입니다. 제안 
제64호는 모든 부모의 일을 더 고되게 만들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제안 제64호는 다른 주의 합법화 법안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겨우 작년에 통과되어 주지사 Brown이 법안에 
서명한 수많은 소비자 보호 수단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제안자들의 아래와 같은 반박은 이 다섯 가지 문제에 해답을 
제시하지 않으며, 따라서 유일한 합리적인 결정은 "반대"에 
투표하는 것입니다. 
1.	여러분들의 발의안에 California 고속도로 경찰관이 약물 
복용 운전자를 도로에서 쫓아낼 수 있도록 하는 DUI 표준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다? 단지 "연구"를 의뢰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2.	제안 제64호가 운동장과 학교 옆의 집안에서 마리화나를 
재배하도록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제안 제64호가 메테드린과 헤로인 거래로 기소된 
중죄인들에게 마리화나 판매를 허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제안 제64호가 마리화나 흡연 TV 광고를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	한 동네에 개업할 수 있는 마리화나 가게의 수를 제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또 다시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안 제64호에 
여러분들이 "반대"투표를 하실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사실을 확인하시려면, www.NoOn64.net를 방문하십시오. 

DIANNE FEINSTEIN, 미국 상원의원 
DOUG VILLARS, 회장 
California 고속도로 경찰관 협회 
C. DUANE DAUNER, 회장 
California 병원 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