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출발 법(SB 1106)새 출발 법(SB 1106)

2023년  1월 1일부터 법원은 귀하가 미지급된 배상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범죄 기록 구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상원 법안 제1106호는 범죄 기록 구제의 장벽에서 미지급된 배상 및 배상금을 
제거합니다 .
기록 구제는 다음과 같은 개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류 중인 혐의가 없는 사람
복역하고 있지 않는 사람 및
보호 관찰 중이 아닌 사람.*

현재 수감된 사람들은 기록 구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구치소나 주 교도소에 수감된 개인은 석방 시 기록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구제 자격에 대해 법률 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이전에 미지급된 배상금으로 인해 기록 구제가 거부된 경우, 법안이 발효되는 
2023년 1월 1일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 법은 귀하의 배상 채무를 없애거나 법원, 카운티 또는 주 기관이 귀 
하에게 배상금을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기록을 성공적으로 정리한다고 해도 배상 명령이나 피해자 배상금 또는 벌금 
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기록을 삭제하려면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페이지의 
서비스 제공자를 참조하십시오.

상원 법안 제1106호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현재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록 구제를 신청했지만 미지급된 배상금이 있어 거부된 경우에는 어떻게 합 
니까?

이 법이 배상 채무에 영향을 미칩니까?

이 법이 내 기록을 자동으로 삭제해줍니까?

*서비스 제공자는 보호 관찰의 조기 종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국선 변호사 사무실
주 전역

자격 및 기록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질문은 지역 국선 변호 
사 사무실에 문의하십시오.

카운티 PD 사무소를 찾으려면 www.ospd.ca.gov/ca-pd 를 방문하십시오.

아직도 배상금을 상환하고 계십니까?
캘리포니아 채무 폐지 단체(Debt Free Justice California)는 캘리포니아의 유해하고 
비효율적인 배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서 최신 정보와 참여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https://ebclc.org/cadebtjustice/about/

루트 앤 리바운드(Root & Rebound)
주 전역

(510) 279-4662(금요일 오전 9시~오후 3 
시)

 
이스트 베이 커뮤니티 법률 센터(East 

Bay Community Law Center) 및 알 
라메다 카운티 국선 변호사 사무실

앨러미다 카운티
cleanslate.acgov.org

 
뉴욕 법률 구조 재단(Legal Aid 

Foundation of LA)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800) 399-4529

새로운 삶의 방식 재진입 프로젝트(A 
New Way of Life Reentry Project) 
임페리얼, 컨,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리버 
사이드, 샌디에고, 샌타바버라, 샌버너디 

노 및 벤투라 카운티
 (323) 563-3575, 내선번호 6, 1번으로 가상 

법률 클리닉 등록
 

베이 지역 법률 구조(Bay Area Legal 
Aid)

앨러미다 및 컨트라 코스타 카운티
 1-800-551-5554 (월요일 및 목요일 오전 9 
시 30분~오후 1시, 화요일 및 수요일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www. tinyurl.com/baylegalaid

아래에서 해당 카운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리소스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ospd.ca.gov/ca-pd
https://ebclc.org/cadebtjustice/about/
https://cleanslate.acgov.org/
https://baylegal.org/what-we-do/stability/reentry/reentry-self-referral-for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