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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소년범 기준을 만족하지만 적용을 거부당한 사람에게 소급 적용 

신청을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  

  

법안(S.282/A.6769)에 따라 범죄로 기소되어 소년범 기준을 만족하지만 적용을 

거부당한 사람이 소급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범죄로 기소되었을 당시 만 19세 미만으로 소년범 상태를 

만족하지만 거부당한 사람이 이후 소년범 신분을 재신청하도록 허가하는 

법안(S.282/A.6769)에 서명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뉴욕 주민들이 어린 시절에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평생 동안 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때에만 지역사회는 

번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이 모든 사람이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변화를 추진할 시간입니다. 이번 법안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떼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이들이 실수에서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입니다."  

  

만 19세 이전 범죄 기소를 당한 사람은 뉴욕의 유소년 범죄자법(Youthful Offender)에 

따라 기소 사실을 기밀로 만들 수 있으며, 비교정 시설에서 줄어든 형기를 받습니다. 

범죄 기록은 사회적 편견, 취업 기회 제한 등 지속적인 효과를 가집니다. 이 두 가지는 

재활을 막고 재범의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만 19세 미만의 범죄 기소자 

중 소년범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중 많은 수가 이러한 상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번 

법안은 신청 승인 및 적용을 받지 못했으며 이후 다른 범죄로 최소 5년 동안 기소되지 

않은 사람이 다시 소년범 적용을 소급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Zellnor Myrie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두 

번째 기회를 얻을 수 있을 때 더욱 강해집니다. 젊은이들이 종종 범죄 기소의 결과로 

평생 고통받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들이 소년범 적용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는 Hochul 주지사, Hyndman 하원의원,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신 

많은 지지자와 행동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공정을 위한 싸움을 

계속하여 최고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시스템을 만들기를 

고대합니다."  



  

Alicia Hyndma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우리 사법 시스템에서 

정의로운 대우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번 법안이 법제화되면서 만19세가 되기 전 기소된 

사람에게 범죄 기록을 기밀로 하여 범죄자 딱지를 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줄 

것입니다. 저는 이번 법안을 수 년간 쉼없이 지지해주신 제 동료 Aravella Simotas에게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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