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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구치소에서 정의와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조치 발표  

  

Less is More 지역사회 감독 및 재소권 취소 개혁법(S.1144A/A.5576A)에 서명, Less 

is More 기준에 따라 형량을 복역하고 있는 191명의 개인 즉시 석방  

  

재소자를 라이커스 아일랜드(Rikers Island)에서 주 교도소로 이송하고, 최소 90일을 

선고 받은 40명의 수감자를 5일 동안 이송하도록 허용하기 위한 미국 

교정시국(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ity)과의 협의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구치소의 정의와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가석방 중인 사람에 대한 지역사회 감독을 취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증거의 기준과 특정 절차를 수정하는 'Less is More' 

법률(S.1144A/A.5576A)에 서명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또한 적어도 90일 형을 선고 

받은 수감자들을 라이커스 섬에서 뉴욕주립 시설로 이송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미국 

교정시국(Department of Corrections)과의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석방된 동료 뉴욕 시민들은 우리의 지지와 

존중을 받으며 사회에 다시 복귀할 자격이 있습니다. 기술 위반으로 가석방자들을 다시 

수감하는 것은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감옥과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는 뉴욕 시민들은 우리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수감된 

뉴욕 시민들을 학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단계일 뿐이고 모든 

정부 부처와 협력하여 해야 할 일이지만, 저는 수감자뿐만 아니라 교정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Less is More 법안 서명 및 이행  

  

 Less is More 법은 교정 및 지역사회 감독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가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지역사회 감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DOCCS의 구금권 또는 감독권 복귀를 방지하는 데 자원을 집중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재입소를 방지함으로써 뉴욕주는 제한된 자원을 실질적인 가석방 위반 사례 

단속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의 안전과 정의를 

증진시킵니다.  

https://www.governor.ny.gov/sites/default/files/2021-09/CL_91_Agreement_City_DOC_DOCCS_FINAL.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default/files/2021-09/CL_91_Agreement_City_DOC_DOCCS_FINAL.pdf


  

또한, 주지사가 "Less is More"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DOCCS는 이 새로운 법안의 

정신에 기초하여 현재 가석방 위반자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더 이상 수감 자격이 없는 

최대 191명의 개인을 즉시 석방하기 위해 시 공무원과 협력할 것입니다.  

  

뉴욕시와의 협의  

  

교정 및 지역사회 감독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는 

뉴욕시와 협력하여 기존 법령을 활용했는데 이는 적어도 하루에서 1년 미만의 형을 선고 

받은 수백 명의 확실한 수감자들이 라이커스 섬(Rikers Island)에서 주 정부 보호소로 

이송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재소자들은 DOCCS 시설에서 그들의 형기를 다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또한 적어도 90일 형을 선고 받은 40명의 사람들을 매일 라이커스 

섬(Rikers Island)에서 앞으로 5일 동안 뉴욕주립 시설로 이송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송 작업은 대상자에 대해 상시적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Julia Salaza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범죄자가 아닌 '기술적' 가석방 

위반으로 전국의 어느 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님께서 오늘 'Less is More' 법안에 서명한 것은 수천 명의 뉴욕 시민들이 가석방 

제도인 불의의 순환에 계속 빠지지 않고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투옥은 개인과 가족에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사회에 장기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Less is More' 법안이 제정된 것은 우리가 축하하는 매우 

긍정적인 단계입니다. 라이커스 섬(Rikers Island) 교도소와 뉴욕 교정 시설에서 

발생하는 전례 없는 인권 위기를 감안할 때, 우리는 여전히 할 일이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가석방 제도를 더욱 변화시키고 우리 주 전역의 지역사회에 대한 엄청난 

규모의 투옥 피해를 되돌리기 위해 입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David Wepri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가석방된 사람들은 

통행금지 시간에 늦는 등 기술적 위반으로 인해 감옥에 다시 수감될까 봐 두려워해 

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누구든지 지하철과 버스가 늦게 운행되어 통행금지 시간을 넘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범죄적인 기술적 가석방 위반 행위로 인해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야 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Less Is More 법은 개인들을 

다시 수감하는 징벌적 관행을 종식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들이 지역사회로 다시 통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저는 국회 교정위원회(Assembly Committee on 

Correction) 의장으로서 이 법안을 법제화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와 같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 서명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법안을 

후원하 후원자, 입법 지도부, 주지사,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한 그들의 모든 노력을 

옹호하는 옹호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https://www.governor.ny.gov/sites/default/files/2021-09/CL_91_Agreement_City_DOC_DOCCS_FINAL.pdf


뉴욕 시민 자유연합(New York Civil Liberties Union)의 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범죄적인 기술적 행위로 인해 가석방된 사람들을 다시 수감하는 

앙심적이고 차별적이며 비인간적인 관행을 종식하기 위해 뉴욕의 퇴행적인 가석방 

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정비를 받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뉴욕은 대부분의 기술적 

위반으로 인해 사람들을 수감하는 것을 중지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제재를 

제한해야 하며, 가석방 위반 심리 이전에 자동 수감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하고, 가석방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들에게 지체 없이 판사 앞에서 신속한 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Hochul 주지사가 바로 지금 이 순간, 가석방 중인 

사람들, 그들의 가족, 그리고 라이커스(Rikers)에서 인도주의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었으며, 뉴욕시와 주정부가 무너진 형사법 

체계 내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희망합니다."  

  

법률지원협회(Legal Aid Society)의 형사 구제 관행 책임 변호사인 Tina Luong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펜의 획과 함께, 뉴욕은 마침내 수십 년 동안 대규모 투옥을 

영속시키는 데 도움을 준 가석방 폐지 제도에 대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뉴욕주 교정 및 

지역사회 감독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에 의해 즉시 

시행될 경우, 이 법안은 현재 비범죄적이고 기술적 가석방 위반으로 억류되어 있는 

2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석방함으로써 라이커스 섬(Rikers Island)에서 진행 중인 

인도주의적 위기에 필수적인 구제책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지원협회(Legal 

Aid Society)는 Kathy Hochul 주지사와 입법부가 문자 그대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 

중요한 법안을 법으로 제정한 것을 칭찬합니다."  

  

여성 공동체 정의협회(Women's Community Justice Association) 상무이사는 

Sharon White-Harrig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Less is More 법안"의 서명에 

있어서 중요한 ㅅ순간입니다. 우리는 이 법안의 중요성과 이 비인간적인 제도 안팎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영향을 받고 개선될 것인지를 인식해 주신 신임 Kathy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풍경과 궤적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지만, 우리는 '적을수록 더 좋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뉴욕 종교 개혁 유대교 센터(New York Religious Action Center of Reform 

Judaism)의 현장 팀 조직위원인 Lee Winkelm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RAC-NY는 

Hochul 주지사님께서 미국에서 최악이었던 뉴욕의 가석방 제도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법인 'Less Is More' 법에 서명한 것을 축하합니다. 주 전체의 개혁 유대인들은 'Less Is 

More' 법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대인의 원칙인 투우바(T'shuva)를 구현하기 때문입니다. 'Less Is More' 법은 

뉴욕 형사 정의 체제에서 인종 정의를 늘리고 공공 안전을 강화하며 주 자금을 절감할 

것입니다."  

  

뉴욕주 교회협의회(New York State Council of Churches) 상무이사인 Peter Cook 

목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교회협의회는 Less is More 법안에 서명해 준 캐시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전에 수감되었던 많은 뉴욕 

시민들은 가석방 중에 통금시간이나 약속을 어기면 불필요하게 다시 수감되는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가석방은 사람들이 갱생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어렵게 만드는 

관료주의적 게임이 아닙니다. 가석방은 사람들에게 가족과 재결합하고, 직장을 얻고, 

주거를 확보하고,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줌으로써 그들의 삶을 개선하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Less is More' 법은 가석방이 복수의 원칙 대신 복원의 

이상에 기초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Brian Benjamin 전 상원의원이자 현재 부지사, 

Phara Souffrant Forrest 하원의원 등 많은 의원들이 상원과 의회에서 'Less is More' 

법안이 통과되도록 이끌어준 것과 이 법안에 서명할 용기와 동정심을 가진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포춘 소사이어티(Fortune Society)의 JoAnne Page 회장 겸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님께서 'Less is More' 법안에 서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포춘 소사이어티(Fortune Society)는 라이커스 섬(Rikers Island)의 상황이 

점점 더 위험해 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곳에 수감된 사람들은 일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지독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라이커스 섬(Rikers Island)의 상황은 

라이커스(Rikers)가 폐쇄될 때까지 극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효력이 발생하는 즉시, 

'Less is More' 법은 가석방의 기술적 규칙을 어긴 것으로 기소된 사람들이 그들에 대한 

기소로 인해 잔인하고, 위험하며, 완전히 부당한 조건 하에서 수감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우리는 이 법안에 서명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이 법안은 말 

그대로 생명을 구합니다."  

  

언체인드(Unchained)의 공동 창업자이자 공동 상무이사인 Derek Singletar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날을 뉴욕에 있어 새로운 날입니다. 'Less is More' 법: 지역사회 감독 

폐지 개혁법(Community Supervision Revocation Reform Act)은 지금까지 미국에서 

통과된 가석방 개혁 법안 중 가장 혁신적인 법안입니다. 뉴욕은 더 이상 다른 어떤 

주보다 비범죄적인 기술 위반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다시 수감하는 차별이 없을 

것입니다. 대신, 가석방 제도는 투쟁을 벌하기 보다는 성공을 보상할 것입니다. 이것은 

인종적 정의를 위한 승리이고 경제적 정의를 위한 승리입니다. 주 전역에 걸쳐 300개 

이상의 단체와 수십 명의 정치권 공무원들이 가석방 문제에 있어서는 적은 것이 더 

좋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 법안에 서명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과 자신의 

새 직책을 수락하기 전에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주신 Benjamin 부지사님 그리고 

Souffrant-Forrest 하원의원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언체인드(Unchained)는 이 법이 

빠르게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 

 

평등, 건강 및 정의를 위한 카탈 센터(Katal Center for Equity, Health, and Justice)의 

조직 위원장인 Kenyatta Muzzann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LessIsMoreNY의 법제화는 

뉴욕뿐만 아니라 전체 미국을 위한 큰 진전입니다. 이 법안이 현명한 가석방 개혁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가석방 관행을 깨뜨려 피해를 입은 수만명의 뉴욕 시민들과 그 

가족들에게 성공에 필요한 기회와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시행되면, 

라이커스 섬(Rikers Island)을 영원히 폐쇄하는 일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체계적 인종주의, 가석방, 그리고 대규모 투옥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고, 그들 없이는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법안을 법률로 

제정하는 데 리더십을 발휘해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주요 법안 후원자, 전 주 상원의원과 현재 Brian Benjamin 

부주지사, Phara Souffrant Forrest 하원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Less is More' 

법이 법제화되었으므로, 우리는 빠르고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Hochul 주지사 및 팀과 

협력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A Little Piece of Light 창립자인 Donna Hylt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형사 정의 

개혁에서 보여준 Hochul 주지사님의 리더십과 국민의 기본권과 인간 존엄성을 인정하는 

그녀의 신속한 행동에 찬사를 보냅니다. 저는 오늘에 이르게 되어 기쁩니다. 

LessIsMoreNY가 이제 법이 되었기 때문에 수천 명의 뉴욕 시민들이 사회에 재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것은 작은 가석방 실수로 감옥에 갇힌 여성들, 특히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은 유색인종 여성들에게 승리입니다. 이는 그들의 가족, 공동체, 

사회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승리이기도 합니다. 베드포드 힐스(Bedford 

Hills)에 27년 동안 수감되었고 라이커스 섬(Rikers Island)에서 시간을 보낸 여성으로서, 

저는 이곳이 얼마나 골치 아픈 곳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곳은 공공 안전과 건강 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죽은 사람들을 기리는 

순간이며 비극적이긴 하지만 그들은 헛되이 죽지 않았습니다. LessIsMoreNY는 선례를 

남깁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여성들이 주택을 찾고, 다시 직장에 복귀하고, 가족과 지역사회와 재결합하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인식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Columbia Justice Lab의 보호 관찰 및 가석방 프로젝트 디렉터인 Kendra Bradn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법안에 서명해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내며,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Brian Benjamin 부주지사님과 Phara Souffrant Forrest 

하원의원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지도자들과 지지자들과 

함께 이 승리를 확보하는 데 2년 이상 걸렸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Less is 

More' 법은 분명 미국에서 가장 대담하고 포괄적인 감독 개혁 노력입니다. 이 법은 미국 

전역의 수천 명의 사람들,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진정한 정의로 가는 길을 만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가석방 감독을 더 공정하고 덜 해롭게 하고 실질적인 적법 

절차에 따라 결정함으로써, 'Less is More' 법은 뉴욕주의 대량 감독과 대량 수감 위기를 

종식하고 형사법 체계에서의 인종 정의와 형평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전 NYS 수석 판사인 Jonathan Lippm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Less Is More'에 서명함으로써 의미 있고 안전한 투옥을 향한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라이커스(Rikers) 인구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라이커스(Rikers)의 끔찍한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 법안이 

즉각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도시에 수치스러운 오점이 되고 



있는 라이커스(Rikers)를 폐쇄하기 위해 계속해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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