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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특정한 농장 동물들의 가두기에 대한 새로운  
기준 설정 및 부적합 생산품의 판매 금지.  
주민 발의 법안.12

★  발의안 12에 찬성하는 주장  ★

★  발의안 12에 찬성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  ★

발의안 12는 동물과 유권자에 대한 잔혹한 배신입니다.
발의안 12에 대한 주장은 진부한 이야기일 뿐이고, United Egg 
Producers와 최소 2022년까지 우리의 수용, 암탉 당 1 제곱 피트의 
공간만 허락하는 것 또는 해당 발의안이 실제로 가지는 역할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한 언급은 일체 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스캔들 투성이의 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가 똑같은 속임수를 쓴다는 것입니다.
California 암탉이 2015년까지는 우리에서 나올 것이라고, Michael 
Vick은 SeaWorld를 포용하는 “훌륭한 애완인”일 것이라고 이야기 
했던, 그리고 조직 범죄 피해자 보상법(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소송에서 수 백만 달러를 잃었던 그 동일한 
단체가 돌아온 것입니다.
HSUS는 다시 달걀 산업의 우리를 금지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지난  
10년을 이미 그렇게 했다고 주장하면서 보냈는데도 말입니다!
한편 그들은 내부 고발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선 단체가 가장 기본적인 신뢰의 의무를 저버리는 때를 알고 있습니다. 
HSUS(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는 희롱으로 
고통받은 여성들을 공격하는 대신 그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National 
Organization of Women

여성들이 HSUS의 나쁜 문화에 반하여 모이자, 발의안 12의 수석 
고안자이자 현재는 전 CEO인 Wayne Pacelle의 성희롱 및 부정행위에 
관하여 많은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HSUS의 최초 반응은 여성들의 
충실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발의안 12에 반대하는 양심적인 동물 애호가들에게 그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HSUS의 과실이 아니었다면, 
California 암탉은 바로 이 순간 우리에서 자유로웠을 것입니다. 동일한 
수법에두 번이나 속지 않도록 합시다.
www.StopTheRottenEggInitiative.org
MARK EMERSON, 자문 위원
학대, 감금, 및 사기에 반대하는 California 주민
ERIC MILLS, 조정자
Action for Animals
PETER T. BROWN, 자문 위원
Friends of Animals

발의안 12에 찬성—동물 학대 중지
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 ASPCA와 약  
500명의 California 채식주의자가 발의안 12를 지지합니다.
찬성 투표는 식육용 송아지, 어미 돼지, 산란용 닭이 평생을 조그마한  
우리에 갇히는 일을 막습니다. 이렇게 학대받는 동물로부터 나오는 
비인간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California 시장에서 없앱니다.  
찬성 투표는 식중독과 공장식 축산 농장의 오염으로 인해 병에 걸릴  
위험을 줄이고 가족 농민을 돕습니다.
다음을 위해 발의안 12에 찬성하십시오.
동물에게 잔혹 행위를 막습니다. 어린 송아지를 조그마한 우리에 가두는 
것은 잔인한 일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되어 어미에게서 떨어져, 잔인한 
방식으로 갇히고, 생후 네 달쯤 되었을 때 도축장으로 보내집니다.
어미 돼지가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작은 철재 우리에 갇혀 있어서는 
안됩니다. 거의 4년이나 이 작은 공간에서 살도록 강제로 갇힙니다.
암탉을 평생동안 빼곡히 들어찬 철조망 우리에 밀어 넣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좁은 공간에서 강제로 먹고 자고 배변하고  
알을 낳습니다.
우리 가족을 식중독과 공장식 축산 농장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합시다. 지난 
10년 동안 양계장의 닭이 낳은 달걀이 10억 개에 가까이 회수되었는데, 
바로 치명적인 살모넬라균때문이었습니다. 동물을 작고 더러운 우리에 
가두는 것은 식중독의 위험을 높인다고 과학적 연구는 반복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달걀 산업의 선두에 있는 가금류 세계(Poultry 
World)의 발표도, “살모넬라균은 케이지 사육으로부터 창궐한다”라고 
시인합니다.
이것이식품 안전 센터와 전국 소비자 연맹 모두가 발의안 12에 찬성하는 
이유입니다.
미국 공중 보건 협회는 새로운 동물 감금 운영 중단을 요청했는데,  
이는 대기와 지표수를 오염시키고 근방 주택 소유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이었니다.

가족 단위 농민을 돕고 CALIFORNIA 경제성장을 도웁시다. 동물을 
가두는 거대 공장식 축산 농장은 원칙을 무시하고 가족 농민을 폐업으로 
몰아냅니다. 발의안 12에 찬성 투표함으로, 가족 농민이 계속 일할 수 있고 
성장하도록 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없는 농장은 더 
많은 직원을 두기 때문에, 본 법안은 근면한 농장 주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것이 California 가족 농민과 United Farm Workers가 발의안 
12를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상식적인 개혁
• 발의안 12는 10년 묵은 동물 학대법을 강화하고 생산자가 우리 없는 

관행으로 옮겨갈 합리적인 단계적 도입 시간을 제공합니다.
• 월마트, 맥도날드, 타코벨, 버거킹, 세이프웨이와 달러 트리같은 

200개가 넘는 주요 식품 회사는 케이지 프리 제품을 사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12개의 주가 가축을 가두는 잔인한 문제를 다루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 찬성 투표는 천주교, 기독교, 성공회, 감리교, 유대인, 복음주의교  
그리고 유니테리언 신앙 지도자, 및 California 전역의 지방 동물 
보호소가 지지합니다.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가 더럽고 작은 우리에서 평생을 살도록 하지 
않습니다. 어떤 동물도 그런 고통을 받게 해서는 안됩니다. 가축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잔인함과 학대로부터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www.Yes0n12CA.com
CRYSTAL MORELAND, California 주 이사
the United States 동물 애호 협회
DR. JAMES REYNOLDS, DVM, MPVM, DACAW, 대형 동물 의학 및 
복지 웨스턴 대학 수의과 대학 교수
ANDREW DECORIOLIS, 전략적 프로그램 및 참여 농장 전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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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농장 동물들의 가두기에 대한 새로운  
기준 설정 및 부적합 생산품의 판매 금지.  

주민 발의 법안.

발의안

12
★  발의안 12에 반대하는 주장  ★

★  발의안 12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  ★

발의안 12에 찬성하면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가축 학대를 멈출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동물 학대 분야, 지속 가능한 농장, 그리고 식품 안전 
분야의 가장 신뢰받는 주장이 발의안 12에 동의하는 이유입니다. 거의 
500명의 California 채식주의자, California 가족 농부, California 
동물 보호소, ASPCA, 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 
Center for Food Safety, United Farm Workers 및 National 
Consumers League가 함께 합니다.
발의안 12에 반대하는 주변 단체인, 소위 “Humane Farming 
Association”는 동물 학대법에 반대하며 공해를 배출하는 공장식 축산 
농장과 함께 한 전력이 있고, HFA의 동물 보호 자선 단체에 대한 공격이 
“닭싸움꾼을 돕는다!”고 자랑한 지하 출판물을 낸 동물 싸움꾼들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러합니다. 10년 전 California 주민들은 압도적으로 농장 
동물들에게 더 많은 공간을 주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많은 달걀과 
돼지고기 생산자가 우리를 단계적으로 없애게 했고, 맥도날드, Safeway, 
버거킹, 및 수 백 곳의 다른 회사들도 케이지 프리 제품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장식 축산 농장—발의안 12에 반대하는 이들을 포함—은 
법을 피해 동물을 우리에 가두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발의안 
12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발의안 12는 더 나은 생활 조건, 최소 공간 요구사항 및 케이지 프리와 함께 
가족 농부를 보호하는 단계적 도입의 시간표를 포함하여, 개선된 보호를 
제공하여 학대법을 강화합니다.
투표 용지의 표현이 분명히 보여주듯, 발의안 12는 산란용 암탉 그리고 
식육용 송아지와 돼지의 가혹한 감금을 막습니다. 이 동물들은 
학대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가축에 대한 인간적 취급을 위해 찬성하십시오. 식품 안전을 위해 
찬성하십시오. 가족 농부를 위해 찬성하십시오. 자비와 상식을 위해 
찬성하십시오.
www.Yes0n12CA.com
DR. BARBARA HODGES, DVM, MBA, 수의사 자문위원
Humane Society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JEFF PETERSON, 총감독
Central Valley Eggs
BROOKE HAGGERTY, 전무
Animal Protection and Rescue League

반대 투표하십시오: 학대, 감금 및 사기를 예방.
DC 기반 미국 동물 애호 협회(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 HSUS)는 다시 한번 California의 투표에 침투하여, 
유권자들을 속이고 우리에 대한 문제를 뒤집으며 수 백만 산란용 암탉의 
고통을 들쑤시고 있습니다.
“케이지 프리” 법안으로 거짓 선전되는 발의안 12는, 사실상, 앞으로도 
계속해서 달걀 공장을 사용하도록 명백히합법화합니다.
발의안 12는 HSUS와 달걀 산업의 전국 무역 협회인 United Egg 
Producers 간 공식 동맹 관계의 결과물입니다.
납세자 부담으로 California의 주민 발의 절차를 남용하여 현재 암탉  
농장 법을 United Egg Producers의 지침으로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발의안 12는 10년 전 California 주민들의 압도적인 투표로 막은 
잔인한 감금을 합법화하는 것입니다.
California의 현행법(발의안 2)은 산란용 암탉에게 다음과 같이 충분한 
공간을 주도록 명시합니다.
“. . . 울타리나 다른 암탉에 닿는 일 없이 양쪽 날개를 완전히 펼 수 
있어야 한다.”
발의안 12는 달걀 회사가 겨우 1제곱 피트의 우리 또는 바닥 공간만 각 
암탉에게 배정하기 위해 투표자들이 시행한 법을 폐지합니다.
발의안 12는 가축과 California 유권자에 대한 잔혹한 배신입니다.
2008년 발의안 2의 무지한 초안으로, 수백만 산란용 암탉이 아직도 
California 전역의 달걀 공장 우리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걀을 구매하는 대중은 반복적으로 발의안 2가 
성공적으로 우리 사용을 “금지시켰다”는 말을 듣습니다. 10년을 통틀어, 
그것이 HSUS가 가장 고집해 온 홍보성 주장입니다.
이제 California는 2015년까지 케이지 프리가 되었어야 한다는 사실이 
있는데도, 해당 발의안 지지자들은 또 다른 거짓 약속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California 주민들이 2022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 날짜조차 잠정적입니다. 발의안 12는 유권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12는 돼지나 송아지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선동으로 발의안 2를 망치고, California가 2015년까지  
“케이지 프리”일 것이라 약속한 바로 그 동일 인물들이 이제는 
발의안 12가 다른 주의 돼지 및 송아지 관행을 규제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무도 그 계략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심지어 발의안 12의 헌법적 결함이 있는 조항이 불가피한 법적 변화의 
세월을 거치고도 살아남는 희박한 경우가 현실이 되더라도(그 보호 경비는 
납세자 부담), 의회는 이미 주 간의 모든 규제를 무효화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를 규제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발의안 12는 바로 이곳 
California에서 젖소를 잔인하게 가두는 것을 허용합니다!
발의안 12는 가축에게 해를 입힐 뿐 아니라, 기존 소비자, 동물 및 환경 
보호법의 넓은 범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California 주민 발의 
법안에 대한 무분별한 착취입니다.
이 썩은 계란 주민 발의 법안은 단호하게 거부되어야 합니다.
동물의 윤리적 치료; 동물의 친구; 인간 농업 협회; 잔인, 우리 및 사기에 
반대하는 California 주민들; 및 그 밖의 많은 사람들이 왜 발의안  
12에 반대하는지 알아보십시오.
다음을 방문해 주십시오: www.NoOnProposition12.org
BRADLEY MILLER, 회장
Humane Farming Association, HFA
PETER T. BROWN, 자문 위원
Friends of Animals (FoA)
LOWELL FINLEY, 회계 담당자
학대, 감금, 및 사기에 반대하는 California 주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