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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보석금 시스템을 공공 안전 및 도주	
위험에 근거한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법률에 관한 주민투표.25

★  발의안 25에 찬성하는 주장  ★

★  발의안 25의 찬성 주장에 대한 반박  ★

발의안	25는 불공평하고 위험하며 비용이 많이 듭니다.
Sacramento	정치인들이 작성한 발의안	25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 수 있는 모든	California	주민을 위한 선택권을 없애고,	이	
권리를 카운티에서 관리하는 컴퓨터 기반에 기반을 둔 프로파일링	
시스템으로 대체합니다.	이 시스템으로 풀려나는 사람과 구치소에	
구금된 채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이 결정됩니다.	왜 민권운동 단체,	
범죄 피해자의 옹호자,	법 집행 기관,	지역 공무원들이 모두 발의안	
25에 반대하는지 읽어보십시오.	
발의안	25는 불공평합니다.	
발의안	25의 컴퓨터 프로파일링이 이민자와 저소득층 주민이	
밀집해있는 지역의 소수 민족과 지역 주민을 차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이유로	NAACP나	United	Latinos	Vote	
같은 민권운동 단체들이 발의안	25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25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보석은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구치소의	
석방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판에 출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유행하는 동안	California	주의	“보석금 제로(zero	bail)”	
정책을 통한 최근의 실험은 재앙이었습니다.	많은 피고인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체포된 후 석방되었다가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발의안	25는 보석금 제로 조항을 영구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 집행 기관과 피해자 권리 단체가 발의안	25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발의안	25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발의안	25는 컴퓨터의 결정을 기각하기 위해 추가로 법원의	
심리를 요구하여 이미 업무가 정체된 우리 법원의 업무를 더	
지연시키게 됩니다.	시와 카운티가 기록적인 예산 적자와 필수	
서비스에 대한 엄청난 예산 삭감에 직면한 시기에,	발의안	25
로 인해 지방 정부와	California	주는 새로운 관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데 매년 수억 달러의 비용을 더 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 공무원과 납세자 옹호자들이 발의안	
25에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발의안	25에 반대 투표하십시오!	
ALICE HUFFMAN,	의장
California	State	Conference	of	the	NAACP	
CHRISTINE WARD,	상임 이사	
Crime	Victims	Alliance	
JOE COTO,	회장	
United	Latinos	Vote

지금은	California	주의 보석금 시스템을 안전과 공평성에	
근거한 시스템으로 대체할 시기입니다.	
보석금 시스템을 끝내야 합니다.	더욱 안전하고 공평하며 비용이	
적게 드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발의안	25에 찬성 투표를	
해주세요.	
보석금 시스템은 불공평합니다:	
현행 보석금 시스템하에서는 보석금을 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재판까지 석방된 상태로 지낼 수 있습니다.	보석금을 낼	
수 없다면,	구치소에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부자들은 심지어	
심각한 폭력 범죄로 기소되었을 때도 풀려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무고하거나 낮은 수준의 비폭력 범죄로 기소될 경우	
구치소에 구금되어야 합니다.	보석금 시스템은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엄청난 불평등을	
초래할 뿐입니다.	
단지 하나의 예를 들면,	고령자인	Kenneth	Humphrey	씨는	$5
와 향수 한 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재판일까지	
약 일 년을 구치소에서 강제로 기다려야 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위험한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보석금을 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California	주 항소 법원은	Humphrey	씨가	“단지 가난해서	
수감되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식의 이야기는	
수천 개가 있습니다.	
보석금 시스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발의안	25는 석방 허가 결정이 개인의 지불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에 위험을 끼치느냐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사는 재판 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거나 도주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결정은 지갑의 두께에 근거하여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발의안	25는 가난한 사람들 대신 실제로 위험하고 석방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 구치소 공간을 확보하여 우리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듭니다.	
보석금 시스템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발의안	25는 연간 납세자의 세금 수천만 달러를 절약할 것입니다.	
현행 제도에 따라,	California	주민 약	46,000명이 보석금을	
감당할 수 없어서 지역 구치소에서 재판이나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매일	$5백만의 비용 부담을 납세자가 지고 있습니다.	

보석금 시스템을 끝냅시다.	더욱 안전하고 공평하며 비용이 적게	
드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발의안	25에 찬성 투표를 해주세요.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보석금 시스템은 무고한 사람들이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에	
대해 강제로 유죄를 인정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이라도 보석금 보증 회사에 내야 하는	$5,000	
이상의 환불되지 않는 수수료를 감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구치소에 있으면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일자리나 가정을	
위태롭게 할 여유가 없을 때,	어떤 사람들은 유죄를 인정하여	
영구적인 범죄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구치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 건강 관리를 거의 또는 전혀 받지 못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수감은 기존의 정신 건강 상태를 악화시킬 것입니다.	
찬성 투표는 무고한 주민이 더 이상 구치소에 강제로 있으면서	
피폐해지거나,	혹은 그들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에 대해 유죄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발의안	25에 찬성 투표하십시오.	
약탈적인 보석금 관련 업계는 우리의 지역사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석금 관련 업계가 잠잠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이 업계는 가난한 사람을 착취해서 부자가 되는	
약탈적인 보석금 보증 보험 회사들이 주도하는	$20억 규모의	
영리 산업입니다.	발의안	25는 근로자로부터 폭리를 취하는	
부당한 시스템을 종식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석금 업계가 이	
법안에 맞서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지출하는 이유입니다.	
안전은 누군가의 지갑 두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본	
원칙이어야 합니다.	
발의안	25에 찬성 투표하십시오.	
www.YesOnCAProp25.com	
LENORE ANDERSON,	회장	
Californians	for	Safety	and	Justice	
DIANA BECTON,	Contra	Costa	카운티 지방 검사	
HEIDI L. STRUNK,	회장
Mental	Health	America	of	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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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보석금 시스템을 공공 안전 및 도주	
위험에 근거한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법률에 관한 주민투표.25

보석금 시스템을 공공 안전 및 도주	
위험에 근거한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법률에 관한 주민투표.

발의안

25
★  발의안 25에 반대하는 주장  ★

★  발의안 25의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  ★

보석금 시스템은 차별적이고 신빙성이 없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이 시스템을 종식시키도록 도와주십시오.	발의안	25에	
찬성 투표하십시오.	
오늘날 부자는 어떠한 폭력적인 범죄로 기소되더라도 보석금을	
내고 구치소에서 석방될 수 있습니다.	보석금 시스템은 부당하고	
불공평합니다.	
비폭력 경범죄로 기소된 가난한 사람들이 보석금을 지불할	
여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자들이 석방되는 동안 왜 구치소에	
있어야 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구금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석금	
시스템은 오직 보석금을 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권리”입니다.	사람들은 죄가 없거나 혐의가 사라질 경우에도,	
자신이 낸 보석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Bankers	Insurance	Company와	Lexington	National	
Insurance	Corporation	등을 비롯하여 거대한 보석금 관련	
업계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엉터리인 차별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탐욕 때문에 발의안	25에 반대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대	
캠페인에 자금을 대고 있는지	http://cal-access.sos.ca.gov/
Campaign/Measures	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발의안	25는 보석금 시스템을 판사가 안전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는 시스템으로 대체합니다.	컴퓨터 알고리즘은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결정은 판사가 내립니다.	
California	사법 위원회(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에	
따르면,	발의안	25는	“피고인이 대중에게 위험한 존재인지 또는	
재판 전에 석방되어도 법정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에서 판사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서를	
제공하게 됩니다."	
발의안	25는 또한 편향성과 인종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투명성과 공개 검토를 추가합니다.	
발의안	25는	COVID-19에 대한 일시적인 공중 보건 대응책인	
“보석금 제로”	정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진정한 사회 정의 개혁을 위해 최종적으로 발의안	25에 찬성	
투표를 해서 이 시스템을 변화 시키는 데 도움을 주십시오.	
최종적으로 보석금 시스템을 종식시킵시다!	
STEVEN BRADFORD,	부의장
California	Legislative	Black	Caucus	
LESLI CALDWELL,	은퇴한 카운티 선임 국선 변호인	
JESSICA BARTHOLOW,	정책 옹호자
Western	Center	on	Law	&	Poverty

발의안	25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 수 있는 모든	California	
주민을 위한 권리를 박탈합니다
California	주의 사법 제도는 비폭력 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이	
보석금을 내거나 판사의 명령에 따라 석방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발의안	25는 이 권리를	58곳의 다양한	
카운티에서 관리하는 수학적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예측 모델링의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대체합니다.	
민권운동 지도자,	법 집행 기관,	피해자 권리 단체,	카운티	
공무원들이 모두 발의안	25에 반대하는지 읽어보십시오.	
민권 단체의 경고:	발의안	25는 소수 민족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더 편향적입니다.
발의안	25는 중요한 형사 재판의 결정을 위해서 컴퓨터 기반의	
알고리즘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NAACP와 같은 민권운동	
단체는 발의안	25가 유색 인종과 경제적으로 열세에 놓인	
지역의 주민에 대해 더 편향된 결과를 도출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 “발의안	25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라틴계,	기타 소수 민족에	

대해 한층 더 차별적일 것입니다.	컴퓨터 모델은 노래와 영화를	
추천하는 데는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파일링	
방법을 이용하여 누가 감옥에서 풀려날 지 또는 누가 대출을	
받을지 결정하는 일은 유색 인종 지역사회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Alice	Huffman,	회장,	California	State	
Conference	of	the	NAACP	
발의안	25:	지역사회를 덜 안전하게 만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유행하는 동안	California	주의	
“보석금 제로”	정책을 통한 최근의 실험은 처참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많은 피고인이 체포된 후 거리로 다시	
석방되었다가 몇 시간 내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고 동일한	
날에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발의안	25는	“보석금 제로”	조항을	
영구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전체 법 집행 기관이	
발의안	25를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 “발의안	25는 공공 안전을 위협하고 경찰 및 보안관 부서의	

업무 수행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Chad	Bianco,	Riverside	
County	보안관	
발의안	25:	정의를 부정합니다

California	주의 현행 시스템은 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이 재판에	
출석하도록 보장하여 정의를 실현하며,	피고인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 “발의안	25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하여 제대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우리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최고의 도구	
중 하나를 파괴합니다.”—Christine	Ward,	상임 이사,	Crime	
Victims	Alliance	
발의안	25:	납세자의 비용 부담이 매년 수억 달러에 이릅니다
발의안	25는 재판을 받을 때까지 구치소에서 석방되는 사람과	
석방되지 못하는 사람을 결정하는 새로운 관료제를 카운티가	
만들도록 강요합니다.	이 새로운 주 명령으로 주 정부 예산과	
카운티 예산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역사적인 예산 삭감에	
직면한 시기에 납세자들이 수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발의안	25로 주 정부와 지방 정부가 매년 수억 달러의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이 발의안으로 인해 우리는 강제로 중요한	
공공 서비스 예산을 삭감하거나 세금을 인상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우리 지역사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Sue	Frost,	
Sacramento	카운티 수퍼바이저	
발의안	25:	이미 과밀 상태의 법원에 커다란 부담이 됩니다	
발의안	25는 납세자의 비용 부담이 거의 없이 잘 돌아가는	
보석금 시스템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대체하는데 이것은	
컴퓨터의 결정을 기각하려고 법원의 심리를 추가로 요구하기	
때문에 업무가 정체된 사법 시스템의 업무를 더 오래 지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 “배우자,	아들,	딸 또는 가까운 친구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거나 판사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권한을 즉시 선택하는	
대신 컴퓨터와 관료의 재량에 의해서 구치소에 갇혀 있다고	
상상해보십시오.”—Quentin	L.	Kopp,	은퇴한	California	
상급법원 판사	
발의안	25에 반대 투표하십시오!	
ALICE HUFFMAN,	의장
California	State	Conference	of	the	NAACP	
CHRISTINE WARD,	상임 이사	
Crime	Victims	Alliance	
QUENTIN L. KOPP,	은퇴한	California	주 상급법원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