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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는 RAISE THE AGE 사법 제도 개혁에 대해 2015년
년 뛰어난 리더십 상
수상

주 정부 지도자, Family 회원, 지지자들은 Cuomo 주지사의 RAISE THE AGE 제안서를
제출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 해주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그의 행정부의 Raise the Age 사법 제도 개혁에 대해
Families Together 2015 Exceptional Leadership Award(2015년 뛰어난 리더십 상)을
수상. 이 상은 입법 인식의 날(Legislative Awareness Day)과 family 회원들과 지지자들이
공공안전과 아동을 위해 더 나은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 주 정부 지도자들에게 주지사의
Raise the Age 제안서 제출을 통과 시켜 달라고 촉구하는 오찬 자리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뉴욕은 기회와 희망의 표지이며, 성인 교도소에 우리의 젊은 사람들을 감금하는 것은
끝나야 하는 비열한 방법입니다.” 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상처를 입는 환경에
청소년 수 백 명을 보내는 데 대한 변명은 없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Families
Together에게 감사하며 나의 행정부가 이 문제를 인식하고 세션에 Raise the Age가 통과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수많은 스펙트럼의 지지자들과 함께 일할 것을 기대 합니다. “
2015 뛰어난 리더십상은 함께 뉴욕 주의 Families Together에 의해 발표 되며, 이 기구는
비영리 이고, 가족이 운영하는 조직이며 사회적, 정서적, 행동 적, 상호 시스템 문제와
청소년의 가족을 위해 일하는 단체입니다. Alphonso David, 주지사의 시민 권리 및
노동과 수입관련 고문이자 사무 차장은, 주지사를 대신하여 2015 년 뛰어난 리더십 상을
수여 받았습니다.
주지사의 Raise the Age 제안은 청소년, 공공안전 및 정의 위원회로부터 최종 권고 를
따르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 아동과 성인 범죄 청소년 관할의 나이를 상향 조정하고, 체포
규정과 경찰 구금 절차를 변경하며, 사전 심의 및 법정 처리 프로세스를 확장하고
변경하며, 성인 교도소나 시설에 있는 청소년을 없애고, 커뮤니티에 범죄자가 다시
들어오도록 돕는 서비스를 확장하며, 그리고 청소년과 유소년 범죄의 부수적인 결과들을
가져오는 개혁을 실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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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뉴욕 주는 16세 이상과 17세 이상이 성인과 같이 감금되고 기소되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유일한 2개의 주 중 하나입니다. 청소년은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현지 감옥에서
성인과 함께 투옥되며 유죄 판결이 나면 감옥에 수용됩니다. 성인 시설에 수용된
청소년은 성적으로 폭행 당할 확률이 청소년 시설에서 동료들보다 5배 높으며, 교도관에
의해 부상 당할 확률도 2배 높고, 자살할 확률도 5배 높습니다. 이러한 청소년의 96 %는
비폭력 범죄로 수감됩니다.
Raise the Age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raisetheageny.com에서 제공 됩니다.
뉴욕 주의 Families Together CEO, Paige Pierce는 “나는 나의 커리어를 가장 취약한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을 커뮤니티 기반 지원에 연결시키고 또한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을 위해 사회복지 정책을 진보시키기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아이들의 참혹하게 많은 숫자를 듣는 것을 계속할 수 없으며, 이들 중 많은
경우는 우리의 형사 사법 시스템과 상호작용의 결과로 초래되었습니다.”
Albany 카운티 Sheriff Craig Apple은 말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내 동료들과 나는
이것들은 형사 사법 및 공공 안전에 있어서 뉴욕을 선두주자로 만들 중요한 개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스템에서, 감옥에서의 경험과 출소 이후 부수적인
결과들은 젊은 사람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과 그리고 미래에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것은 청소년을 위한 좋은 것이 아니며 폭 넓은 대중을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Albany School of Criminal Justice의 교수 Dr. Meghan Kurlychek는 “2010년 1 월 1 일,
Connecticut 법원은 형사 재판소 책임의 연령을 16세 에서 17세로 상향했습니다.
Connecticut의 사법부와 제휴를 통해 나는 모든 16세 청소년들이 성인으로 간주 되는
해의 결과와 모든 16세의 청소년들이 청소년으로 간주되는 해의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얻고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오히려 드라마틱하며, 특정한 체포의 감소와 재범율
감소를 보여 주었습니다. 특히, 2009년 성인으로 간주되어 처리되고 체포된 모든 16세
청소년들 중, 42%가 새로운 범죄로 2년안에 재수감되었고 청소년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반면에 26%의 16세 청소년들이 재 수감 되었습니다. 성인으로서가 아닌 아이들로
이들을 다루었을 때, 명확한 이점을 제안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의 지도자 준비과정(PLOT) 공동 설립자 Jim Saint German는 “ 내가 청소년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나는 재활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 기회를 이용했고,
내 길을 재설정했습니다. 나는 지금은 뉴욕 대학의 대학원생입니다. 내 길은, 내가 아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나를 성인 교도소로 보냈다면 매우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경찰과 PLOT 제휴사 Edwin Raymond는 “법 집행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지역
사회를 보호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청소년들을 발견했을 때 보다 더 그들이 나빠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아이들을 성인 시스템에 보내는 것은 매우 우리를 낙담시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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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에서 성장하는 데, 나는 청년들이 삶을 직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젊은 남성과 여성들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안전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되돌릴 수 있게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
Alicia Barazza와 Doug Van Zandt, 17 세의 나이에 성인 시설에 감금 된 아들의 부모는
이벤트 기간 동안 자신의 개인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진
청소년인, 자녀는 성인 교도소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몇 년간의 항소
후, 독방 감금에서 구금 기간을 연장하고,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고, 그는 2014 년 말에
감옥에서 자살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리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한 형사 시스템이 불의로부터 개혁되는
중요한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Raise the Age 법안의 통과를 지원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이 같은 우리 아들에게 일어 났었던 비극을 방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Barazza와 VanZandt가 말했습니다.
추가 발화자는 Robert Ortt, 정신 건강 및 발달 장애 위원회의 상원 의원, George
Amedore, 알코올 중독과 약물남용 위원회 상원 위원장, Linda Rosenthal, 알코올 중독과
약물 남용 위원회 상원 여위원장 입니다.
청소년 사법 개혁에 추가하여, 참석자들은 약물남용 치료과 예방, 모든 이를 위한 질 좋은
교육, 가까운 Health Care Coverage Gap, Family Peer Support Movement에 대한 자금
지원, Humane Alternatives to Long-Term Solitary Confinement Act의 통과, 커뮤니티
기반의 서비스의 확대에 대한 선 투자와 Medicaid Redesign Services의 재투자의 지속에
대해 의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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