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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와 DE BLASIO 시장, 여성 수감자와 트랜스젠더 수감자를 라이커에서 

이송하기로 합의  

  

200명 이상의 여성 및 트랜스젠더 수감자, 라이커스 아일랜드에서 주 수감 시설로 이송 

예정   

   

최근 노력으로 350명 이상의 라이커스 내 구금자들이 주정부 수감 시설로 이송   

   

오늘 라이커스 아일랜드의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Kathy Hochul 주지사는 Bill de 

Blasio 시장은 현재 라이커스에 있는 거의 모든 여성 및 트랜스젠더 수감자들을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베드포드 힐즈에 있는 주정부 운영 시설 두 곳으로 이송하기로 

뉴욕주와 뉴욕시 간에 이룬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두 교정 시설인 베드포드 힐즈 

교정 시설(베드포드)과 타코닉 교정 시설(타코닉)은 모두 뉴욕주 교정 및 지역사회 

감독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 DOCCS)에서 

운영합니다.  

   

230여 명의 수감자를 주정부 시설로 일시적으로 이송하기로 한 이번 합의는 

라이커스에서의 불필요한 구금을 방지하는 레스 이즈 모어 법(Less is More Act)에 대한 

Hochul 주지사의 최근 서명과, 구금자에 대한 원격 심리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수용자가 라이커스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Kathy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이커스 아일랜드의 상황은 심각하고 

복잡하므로 모든 수준의 정부에서 대담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주정부가 

라이커스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에 특히 고무되었으며, 

오늘 저는 이러한 계층의 다수를 일시적으로 라이커스에서 더 안전한 주정부 시설로 

옮기기로 한 우리 주정부와 뉴욕시의 합의를 발표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조치에 함께 해주신 뉴욕시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조치는 뉴욕시에서 

라이커스의 상황을 정상화할 영구적인 솔루션을 찾고 이행할 때까지 인력 문제, 수용 

능력 제약을 완화하고 수백 명의 구금자 안전을 개선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Bill de Blasio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시는 보다 공정하고 인도적인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계획에서 Hochul 주지사와 

함께 일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는 라이커스의 상황에 중요한 완화책을 



제공할 것입니다. 라이커스 아일랜드에 대한 우리의 개혁 노력은 고무적인 진전을 

이루었고 우리 자치구 수감 시설 운영 계획은 진척되고 있으며 우리 시스템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시기에 주정부의 즉각적인 지원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뉴욕주 교정법 섹션 504에 의한 승인 계획에 따라 뉴욕시 교정국(DOC)은 10월 18일 

주간부터 수감자를 두 시설로 이송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송은 주 2회 실시하고 각 

이송회당 10-20명씩의 이동하게 됩니다. 계류 중인 이민 관련 문제가 있는 기존 

구금자는 이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이송 대상자는 기존에 베드포드 및 타코닉 시설에 있는 모든 수감자에게 제공되는 

동일한 서비스를 받게 되며, 이송 대상자는 현재 라이커스의 특별 고려 구획(SCU)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두 시설의 기존 수감자층에 통합됩니다. DOCCS는 

이 대상자들에 대해 두 시설의 주거 및 서비스 조건을 같게 할 것입니다.   

  

베드포드 시설은 학업 교육, 직업 훈련, 전환 서비스, 자원 봉사 서비스, 메디케이드 지원 

치료(Medicaid Assisted Treatment, MAT), 대학 프로그램, 공격성 대체 훈련, 외상, 중독, 

정신 건강 및 회복(Trauma, Addiction, Mental Health and Recovery, TAMAR) 서비스, 

정보 기반 인지 행동 프로그램 및 보육 시설을 제공합니다. 이 시설에는 지역 의료 

병동이 있으며 DOCCS와 뉴욕주 정신보건국(State Office of Mental Health)이 합동으로 

2개의 주거형 정신 건강 치료 병동, 치료 행동 병동 및 긴급 치료 병동을 운영합니다. 

타코닉도 유사한 프로그램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현재 라이커스에서 호르몬 대체 

요법을 받고 있는 모든 개인은 웨스트체스터 시설에서 계속하여 동일한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두 시설에 도착하면 각 구금자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물론 학업적, 직업적, 약물적 

관련 요구를 포함한 다양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각 개인의 요구 사항이 확인되면 

프로그램 또는 작업 할당을 위해 시설의 프로그램 위원회와 상담을 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범죄자 재활 감독 코디네이터인 의장, 기타 프로그램 위원, 

각 시설의 보안 서비스 대표로 구성됩니다.   

  

DOC는 10월 22일 금요일부터 구금자의 가족과 지인을 위해 뉴욕시에서 시설까지 

운행되는 일일 교통편을 제공합니다. 브롱크스, 맨해튼, 퀸즈, 브루클린에 각각 한 곳씩 

탑승 장소가 있습니다. 방문자는 하루에 두 번 각 탑승 위치에서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DOC는 다음 주에 정확한 위치와 시간에 관한 추가 세부 정보를 웹사이트에 발표할 

것입니다.  

  

일시적인 이번 이송의 특성을 감안할 때 Hochul 주지사는 DOCCS 커미셔너 대행 

Anthony J. Annucci에게 장기 솔루션에 대한 접근법을 뉴욕시 조언하도록 

임명하였습니다. 커미셔너와 팀은 또한 이 과정에서 옹호자들과 소통할 것이며, 구금 전 

대안을 찾기 위한 전체 옹호 커뮤니티의 노력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지난달 Hochul 주지사는 레스 이즈 모어 법(Less is More Act)이라고도 하는 법안 

S.1144A/A.5576A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가석방 중인 사람의 지역사회 감독을 

취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들 중 증거 표준을 수정하고 개인이 다시 수감될 기간을 

제한합니다. 레스 이즈 모어 법(Less is More Act)은 뉴욕주 교정 및 지역사회 감독부가 

사람들이 지역사회 감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DOCCS 보호 또는 감독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자원을 집중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까지 이 

법안의 결과로 239명의 개인이 라이커스에서 석방되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전에 NYS DOCCS 및 뉴욕시와 90일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감자가 라이커스 아일랜드에서 뉴욕주 관리 시설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하는 합의를 

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총 143명의 남성 수감자가 라이커스에서 뉴욕주 정부 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뉴욕시는 라이커스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뉴욕시는 2개의 

진료소를 포함하여 새로운 접수 운영을 시작했으며 신속하고 적절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접수 절차를 촉진하였습니다. 뉴욕시는 또한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감방문 설치를 신속 처리하였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 청소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참여를 돕고 폭력 상황을 줄이기 위해 구금된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뉴욕시는 또한 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병가 접수 절차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으며 보너스 지급 및 지구 내 지원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수감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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