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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형사사법제도에서 아동, 청소년, 청년을 위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새로운 청소년 사법 연구소 (YOUTH JUSTICE INSTITUTE)에 대해 발표 

 

재범을 줄이며 결과를 개선하고 공공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범 실행사례를 고취시킬 

뉴욕주와 올버니 대학교 (University at Albany, UAlbany) 제휴 기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형사사법제도에서 아동, 청소년, 청년을 위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고안된, 뉴욕주와 올버니 대학교 (University at Albany) 사이의 

제휴 기관인 청소년 사법 연구소 의 설립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소은 민관 청소년 

봉사단체를 양성하여,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을 위한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검증된 

실행사례와 프로그램들을 실용화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원과 기회의 혜택을 받지 못한,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덫에 갇혀있는 너무나 많은 청소년들이 재범 및 수감과 같은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운명 속에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과 관련된 일을 하는 단체들을 

교육하기 위해 혁신적인 프로그램과 검증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이 연구소는 이 

청소년들이 성공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얻으며,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그 과정에서 

대중의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행정부는 차세대를 위해 더 

많은 기회의 문을 열고, 모든 주민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강력한 뉴욕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형사사법제도과 (State 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DCJS)와 아동 및 

가족 서비스청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OCFS)은 올버니 대학교 

(University at Albany) 형사사법 대학 (School of Criminal Justice)에 기반을 두고 아동, 

청소년, 청년을 위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전념하는 연구소를 개발하기 위해 

제휴관계를 맺었습니다. 형사사법 대학 (School of Criminal Justice)은 형사사법제도과 

와 아동 및 가족 서비스청 의 커미셔너들이 위원장을 맡는 7인 집행 위원회가 감독하게 

되는 이 연구소를 이끌 사무 총장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연구소의 기능 중, 청소년 사법 분야에서 검증된 모범 실행 사례를 위한 정보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이 연구소는 청소년 사법 프로그램을 시행 또는 개발하는 

단체에게 교육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연구소는 또한 연구소의 교육에 

의지하는 단체들이 자신의 프로그램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청소년 사법 프로그램, 

관행, 정책 등을 평가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이 연구소에는 뉴욕주 전 지역의 청소년 

사업 관행을 개선하며 청소년 사법 정책을 알리기 위한 연구 구성요소가 포함될 

것입니다. 



 

연구 결과는 순전히 징벌적인 원칙에 기반을 둔 제도적 감금은 효과가 거의 없으며, 어떤 

경우에는 청소년의 재범을 증가시킬 수 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학문연구는 또한 

치료와 발육상으로 적절한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감금으로 인해 청소년의 비행 기술 및 

비행 태도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의 설립은 뉴욕주의 범죄 및 청소년 사법 제도를 더욱 개선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아래, 뉴욕주 활동의 또 다른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의회가 뉴욕주의 

형사 책임 연령을 18세로 올리는 법안을 제정하는데 실패한 이후, Cuomo 주지사는 교정 

및 지역사회 감독부 (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 내에 

청소년 대상의 교정 시설을 설립하는 제 150호 시행 명령 (Executive Order 150)을 

발령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아동 및 가족 서비스청 에게 허드슨 교정시설 (Hudson 

Correctional Facility)의 지정된 청소년시설에 있는 16세 및 17세 청소년들을 위한 모범 

실행사례,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 치료법에 대해 연구소가 현재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서비스청에게 조언을 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수정 입법이 부재한 가운데, 뉴욕주는 

노스 캐롤라이나와 함께 16세와 17세를 성인으로 기소하는 미국내 유일한 주들입니다. 

 

이 청소년 사법 연구소 는 2014년에 설립된 뉴헤이븐 대학교 (University of New Haven) 

헨리 씨. 리 형사사법 및 법의학 대학 (Henry C. Lee College of Criminal Justice and 

Forensic Sciences)의 Tow 청소년 사법 연구소 (Tow Youth Justice Institute)를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청소년 사법 연구소 는 뉴욕주 청소년 사법 자문 그룹 (New 

York State Juvenile Justice Advisory Group), 뉴욕주 법원 행정처(Office of Court 

Administration), 올버니 대학교 (University at Albany) 들을 대표하는 집행위원들로 

구성된 집행 위원회 (Executive Committee)와 형사사법제도과 와 아동 및 가족 서비스청 

커미셔너들이 의장을 맡게 됩니다. 이 연구소의 사무총장은 2017년 초에 고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사법제도과 는 여러가지 책임을 맡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에 제공된 연방 청소년 

사법 기금을 관리하는 청소년 사법 자문 그룹 (Juvenile Justice Advisory Group)에게 

인력을 제공합니다.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 이 청소년 사법 자문 그룹 (Juvenile Justice 

Advisory Group)은 향후 2년에 걸쳐 연방 기금의 110만 달러를 할당했습니다. 일단 

고용될 경우, 연구소의 사무총장 또한 이 연구소의 운영을 위한 추가 보조금을 확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Michael C. Green 형사사법제도과 커미셔너 집행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현지 파트너들이 자신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도움을 주는 자원, 교육, 

기술 지원을 현지 파트너들에게 제공한다는 뉴욕주 공약의 또 다른 사례입니다. 기관 및 

단체들은 감옥에서 나와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젊은 범죄자들의 역사를 기록하여 다른 

사람의 성공을 통해 배우며, 프로그램과 실행사례를 시행하기 위한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William Pridemore 올버니 대학교 형사사법 대학 (UAlbany School of Criminal 

Justice) 학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험에 처한 청소년과 그 가족들에게 사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제도과 



(DCJS) 및 아동 및 가족 서비스청 (OCFS)과 우리 대학과의 제휴관계는 미래에 

투자하려는 뉴욕주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형사사법 대학 (School of Criminal Justice) 

출신으로 주된 협력자가 될 Megan Kurlychek 교수는 청소년 프로그램 평가에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의 학자 및 실무자로 구성된 새로운 팀은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며, 뉴욕주 전 지역의 청소년 사법 봉사단체들에게 숙련된 교육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입증된 실행사례를 실천할 예정입니다.” 

 

Sheila Poole 아동 및 가족 서비스청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동 및 가족 

서비스청 (OCFS)은 아동, 청소년, 가족, 지역사회를 위한 결과를 개선하는 이 

혁신적이고 비전에 가득찬 정책의 일부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연구소는 

우리 현지 파트너들이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개발하여, 뉴욕주에서 현재 

진행중인 청소년 사법 개혁 활동의 일환으로 더욱 커다란 규모의 문제에 그 해결책을 

적용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James R. Stellar 올버니 대학교 (UAlbany) 임시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 법원 

(Family Court) 또는 형사 사법 제도에 연루된 청소년들은 가장 취약한 계층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선도적인 형사사법 대학 (School of Criminal Justice)의 교육, 연구, 

전문지식을, 이 젊은 범죄자들이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희망의 삶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뉴욕주 청소년 사법 프로그램들과 조율하기 위해 형사사법제도과 와 아동 및 

가족 서비스청 의 파트너가 된 것을 우리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뉴욕주 형사사법제도과 (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www.criminaljustice.ny.gov)는 (i) 뉴욕주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들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ii) 범죄 이력 정보 및 지문 파일 유지, (iii) 뉴욕주 경찰과 제휴하여 뉴욕주의 DNA 

데이터뱅크 행정 감독, (iv) 연방 및 주 형사사법 예산 행정, (v) 뉴욕주 형사사법 관련 기관 

지원, (vi) 뉴욕주 성범죄자 등록소 (Sex Offender Registry) 행정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책임을 담당하는 다기능 형사사법 지원 기관입니다.  

 

아동 및 가족 서비스청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www.ocfs.ny.gov)은 

아동, 가족, 지역사회의 안전, 영속성, 행복을 추진함으로써 뉴욕주를 위해 복무합니다.  

 

올버니 대학교 (University at Albany, www.albany.edu)는 120 과목의 학부 전공 및 

부전공과 125 과목 이상의 석사, 박사, 대학원 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 대학 (School of Criminal Justice)은 범죄의 정의를 유형화시키며, 범죄의 특정 

범주에 대응하는 방법에 관한 정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패턴을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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