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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30 일간의 예산 개정안 발표
2-3 단계 성범죄자가 유치원 및 어린이집 1,000 피트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법안

가족이 거주하는 긴급 피난 주택이나 피난처에 성범죄자가 머무르는 것을 금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30 일간의 예산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성범죄자가 13 세 미만의 아동이 다니는 학교
근처를 지나거나 인근에서 주거하는 것을 제한하고, 피해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임시
주택, 긴급 피난 주택 또는 대피소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복지는 뉴욕주의 최우선
사항입니다. 엄격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가장 취약한 뉴욕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입니다. 해당 법안으로 학교 1,000 피트 이내에 성범죄자가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여
뉴욕주 전 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안전한 뉴욕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해당 개정안을 승인한 주지사의 조치로 성범죄자가 뉴욕주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근처에서 살 수 있도록 허가하는 뉴욕주 법안의 허점을 보완하게 됩니다.
•
•
•
•

30 일간의 예산 개정안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3 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2-3 급 성범죄자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반경 1,000 피트 이내 접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가족이 거주하는 긴급 피난 주택이나 피난처에 특정 성범죄자가 머무르는
것을 금지합니다.
교정감독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
DOCCS) 커미셔너가 뉴욕주 교육부에 학교 목록을 요청하고 보호 관찰 및
가석방 부서에 해당 목록을 배포하도록 해 성범죄자가 학교 근처에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취임 이후 Cuomo 주지사는 젊은 뉴욕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성범죄자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당 법률을
보완하였습니다. 2013 년, 주지사는 각 성범죄자의 사진을 여러개 등록하도록 하는
뉴욕주 성범죄자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확대하였습니다. 1-2 급 성범죄자는 3 년마다, 3 급
성범죄자는 매년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사진을 갱신해야 합니다. 2016 년, 주지사는
지역사회 감독관의 보호관찰을 받는 성범죄자가 포켓몬 고(Pokémon GO)와 비슷한 위치
기반 게임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DOCCS 에 지시하였습니다.
2008 년 법무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Cuomo 주지사는 온라인의 성범죄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 보안 및 온라인 성범죄자 방지 법안(Electronic Security and
Targeting of Online Predators Act)을 도입하였습니다. 획기적인 법안으로 수많은 인터넷
사용자를 보호하고 성범죄자가 현재 사용하는 모든 이메일 계정, 인터넷 별명, 기타
인터넷 식별자를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여 뉴욕주 형사사법서비스국(State 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이 항상 성범죄자의 최신 정보를 보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목록은 매주 소셜 네트워킹 회사에 제공되며, 자체 회원 명단에서 성범죄자를
삭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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