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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안 20에 찬성하는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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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20	반대.	이는		교도소 지출 사기입니다.	
우리는 강력 범죄의 기소자이자 생존자입니다.	발의안	20의	
지지자들은 틀렸습니다.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강력 범죄에 대한 판결법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가혹하고 긴 형을 선고받으며,	종종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이는		발의안	20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발의안	20은 납세자가 낸 수천만 달러를 교도소에 낭비합니다.
초당파적인 입법 분석가는 발의안	20에 연간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하여 극단적인 감축을 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출소자들을 위한 교도소 재활	
	• 범죄의 반복을 줄이는 것으로 검증된 정신 건강 프로그램	
	• 학교,	주택 및 노숙자	
	• 피해자 지원	

발의안	20은 극단적입니다.
발의안	20은 자전거 절도와 같은 좀도둑질도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주에 비해 지나치며,	더 많은 십대와 흑인,	
라틴계 및 저소득층이 낮은 수준의 비폭력적인 범죄로 수년간 수감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의안	20은 우리를 과거로 후퇴시킵니다.
교도소 지출 낭비를 줄이기 위해 아주 많은	California	주민들이	
투표해왔습니다.	발의안	20은 진전을 역행시킵니다.	출소하기 전에	
사람들을 재활시키는 것이 공공의 안전을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발의안	20은 잘 되는 일에 대한 자금을 삭감하고	
필요없는 교도소에 돈을 낭비하게 합니다.	
법 집행 지도자,	예산 전문가,	형사 사법 개혁가,	검사 및 범죄	
피해자는 모두 이 교도소 지출 사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NoProp20.Vote	
DIANA BECTON,	지방 검사
Contra	Costa	County	
RENEE WILLIAMS,	전무
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	
TINISCH HOLLINS,	California	임원
Crime	Survivors	for	Safety	and	Justice	

소시오패스	Dirty	John의 칼 공격에서 살아남은	Terra	Newell
은	“그는 나에게 칼을 휘두르며 죽이려 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잔인하고 무서웠지만,	California에서 그의 공격은 폭력적인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California	법에 따르면 흉기를 사용한 폭행은 데이트 강간,	아동	
성매매 및 기타 명백한 폭력 범죄	19건과 함께	“비폭력적인”	범죄로	
분류됩니다.	
법률에 따르면 모두	“비폭력적”입니다.	
발의안	20은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California의	“비폭력적인”	범죄에는 가정 폭력,	폭탄 폭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의도로 집 안에 총을 쏘는 행위,	의식 불명인	
사람을 강간하는 행위,	혼수상태나 사망에 이를 정도로 아이를	
잔인하게 구타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성매매업자는 보통 성매매 전에 피해자를 때리고 강간하고 마약을	
주입합니다.	하지만	California에서 밀거래는	“비폭력적인”
행위입니다.	증오 범죄도	“비폭력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결과,	성범죄자와 아동 성추행범을 포함하여 이	
22개의 강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수천 명의 범죄자들은 전체	
형기를 채우지 않아도 가석방 받을 수 있고,	피해자들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경고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20은 이	22건의 강력범죄를 법에 따라	“폭력”으로 규정하여	
폭력범과 성범죄자의 가석방을 방지하고,	가해자가 출소할 때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20은	’s	“전체 형기”	조항은 인종이나 민족에 관계없이 공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폭력적인 수감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는	
마약사범과 잡범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더 많은 사람을 교도소에	
보내지 않습니다.	
“발의안	20이 수천 명의 새로운 수감자들로 우리 교도소를 채울	
것이라는 주장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Association	of	Deputy	
District	Attorneys의 회장	Michele	Hanisee은 말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범과	

성범죄자가 전체 형기를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이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자 상담,	분노 관리 및 기타 재활	
프로그램을 더 오래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발의안	20은 신체적 학대와 성적 착취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합니다.”
라고	Klaas	Kids	Foundation의 설립자 인	Marc	Klaas는 말합니다.	
“아동 성매매는 결국 강력범죄로 인식될 것입니다.”	
발의안	20은 절도 또는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을받은 사람의	DNA	
수집을 허용함으로써 강력 범죄에 대한 추가 보호를 제공하며,	여러	
연구에 따르면 강간,	강도 및 살인 같은 보다 심각하고 폭력적인	
범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alifornia는	2014년에 절도에 대한 벌금을 줄였습니다.	그 이후	
주요 절도행위가	25%	증가하여 식료품점,	소상공인,	소매점,	주택	
소유주 및 소비자 등이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좀도둑질은	
너무 흔해져서		신고도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발의안	20은 상습범의 연쇄 절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차량 절도,	
좀도둑질,	빈집털이범 및 기타 주요 절도 행위를 방지합니다.	
California’의 마약 중독 위기는 이러한 절도 대부분을 부추깁니다.	
발의안	20은 절도에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중독자(California	
노숙인구의	75%)를 길거리에서 벗어나 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약물 남용 및 정신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도와줍니다.	
발의안	20에 대한	“찬성”표는 증오와 폭력에 반대하는 투표입니다.	
이는 어린이,	피해자 및 생존자를 위한 투표입니다.
이는 평등한 정의와 더 안전한	California를 위한 투표입니다.	
PATRICIA WENSKUNAS,	설립자
Crime	Survivors,	Inc.	
NINA SALARNO BESSELMAN,	회장
Crime	Victims	United	of	California	
CHRISTINE WARD,	임원
Crime	Victims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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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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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안 20에 반대하는 주장  ★

★  발의안 20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  ★

반대자들은 발의안	20이 실제로 하는 일을 무시합니다.	이 발의안은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 성추행범,	성범죄자,	기타 폭력적인 수감자가	
조기 석방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 수감자들이 저지른 폭력 범죄는	“비폭력적인	
범죄”로 구분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조기 석방될 자격을 부여합니다.
발의안	20은 이 허점을 차단하고,	데이트 강간,	아동 인신매매,	
배우자 폭력,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한 폭행과 같은 범죄를 법에 따라	
“폭력적인 범죄”로 규정합니다.
“발의안	20은 새로운 사람을 감옥에 보내지 않습니다.”라고	Criminal	
Justice	Legal	Foundation의 회장인	Michael	Rushford는 말합니다.	
“이 발의안은 새로운 교도소 설림에 자금을 할당하지 않으며 정신 건강	
및 재활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삭감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거짓	
주장입니다.”
반대자들은 발의안 제20이 사소한 절도를	"심각한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수년간 주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주장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발의안을 읽어보십시오.	발의안	20은 특히 상습적인 도둑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발의안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을 주	
교도소로 이송되는 것을 특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들은 지역	
구치소나 재활 프로그램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발의안	20은 폭력적인 범죄자와 상습적인 범죄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폭력적인 범죄로 인해 불공평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유색인종을	
포함하여 모든	California	주민을 보호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사법제도를 개혁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폭력적인 범죄자들이 감옥에서 조기 석방되도록 허용하는 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이는 치안에 위협이 됩니다.	
발의안	20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평등한 정의를 보장하는 진정한	
개혁입니다.
발의안	20에 찬성하십시오.	
FRANK LEE,	회장
Organization	for	Justice	and	Equality	
ERIC R. NUÑEZ,	회장
California	Police	Chiefs	Association	
PATRICIA WENSKUNAS,	설립자
Crime	Survivors,	Inc.	

교도소 사기를 막으려면 발의안	20에 반대표를 던지십시오!
California는 이미 심각한 강력 범죄에 엄격한 처벌과 긴 형량을	
내리고 있습니다.	발의안	20의 지지자는 귀하가 막 통과시킨 효과적인	
형사 사법 개혁안을 되돌리고 수천만 달러의 세금을 교도소에 쓰도록	
겁을 주고 있습니다.	
현혹되지 마십시오.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형량이 긴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문제는		형량이 아니라		출소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입니다.		정신 건강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 같은,	범죄의 반복을 줄이는 데 검증된 전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를 덜 안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범죄 피해자,	법 집행 지도자,	예산 및 재활 전문가들은 발의안	20이	
재활 프로그램과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삭감하는 한편 교도소에	
수천만 달러를 낭비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발의안	20은 우리를	
과거로 퇴보시키는 교도소 지출 사기입니다.	
발의안	20은 귀하의 돈을 교도소에 낭비합니다.
발의안	20은 당신과 같은 납세자가 낸 수천만 달러를 교도소에 낭비할	
것입니다.	California는 학교,	헬스케어 및 기타 중요한 서비스에 대한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했습니다.	지금 당장 교도소에 수 천만 달러를 더	
쓰게 하는 낭비적인 사기입니다.	
발의안	20은 노숙자,	학교,	정신 건강 및 주택 공급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범죄를 다루기 위해 언제나 더 많은 일을 해야 하지만,	발의안	
20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입니다.	발의안	20은 납세자의 수천만	
달러를 교도소에 낭비하는데,	이 예산을 학교,	노숙자,	정신 건강 치료	
및 적정한 주택 공급에 사용하는 게 더 나을 것입니다.	
발의안	20은 극단적입니다.
발의안	20은	$250	이상의 절도가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극단적이고 다른 주와 일치하지 않으며,	더 많은	
십대와 흑인,	라틴계 및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낮은 수준의 비폭력적인	
범죄로 수년간 수감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의안	20은 재활 프로그램을 줄여서 우리를 덜 안전하게 만듭니다.

재활은 반복 범죄를 줄이기 위한 검증된 전략이며,	이로 인해	
사람들은 법을 준수하고 생산적인 납세자가 됩니다.	발의안	20은	
재활프로그램 을 줄일 수 있으므로,	석방되면 사회 복귀를 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감소하게 되어 치안에 해가 될 것입니다.	
발의안	20은 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줄입니다.
교도소에 과도하게 지출하는 한편		발의안	20은 범죄 피해자가	
트라우마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재정 지원을 삭감할	
것입니다.	
발의안	20은 우리를 과거로 후퇴시킵니다.
California는 낭비가 심한 교도소 지출을 줄이고,	비용을 효율적으로	
줄이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으로 검증된 재활과 다른 대안을 확대하기	
위해 신중히 개혁을 단행하면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유색 인종에게 불공평하게 해를 끼치는 부당한	
정책을 수정하기 위해 더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20은 우리가 이룩한 진전을 철회하고,	우리를 실패한 낭비가 심하고	
불공정한 과거의 정책으로 후퇴시킬 것입니다.	
범죄 전문가,	예산 전문가,	사법제도 전문가가 이에 동의합니다.
발의안	20은 우리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발의안	20
은 귀하와 같은 납세자가 지불하는 수천만 달러를 교도소에 낭비하며	
사람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서비스에 대한 예산을 삭감합니다.	
교도소 비용 지출 사기를 막으세요.	발의안	20에 반대하십시오!	
발의안	20	반대
#StopthePrisonSpendingScam	
TINISCH HOLLINS,	California	임원	
Crime	Survivors	for	Safety	and	Justice	
WILLIAM LANDSDOWNE,	경찰서장	(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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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COHEN,	재정국장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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