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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교정시설 재개발위원회 발족 발표  

  

지역사회 및 경제개발, 부동산, 사법제도 개혁, 정부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주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취약한 지역사회에 소재하는 폐쇄된 교정시설에 대한 재검토 

착수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의 사장 겸 CEO인 Hope Knight와 포드 재단의 Darren 

Walker 회장을 공동 회장으로 선임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역의 혁신적인 재개발을 위해 폐쇄된 수감시설을 

재검토하는 것에 초점을 둔 교정시설 재개발위원회(Prison 

Redevelopment Commission)의 발족을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2022년 시정 

방침(State of the State) 연설에서 처음 발표된 15명으로 구성된 이 자문단은 부동산, 

지역사회 및 경제개발, 사법제도 개혁, 정부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주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자문단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의 커미셔너, 사장 겸 CEO인 Hope Knight와 포드 재단(Ford 

Foundation)의 Darren Walker 회장이 이끌게 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일상 회복이 진행됨에 따라 폐쇄된 

교정시설을 지역 경제 부활 기회의 중심지로 재탄생시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시정 

방침에서 약속했듯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업계와 인재를 연결하여 폐쇄된 

교성시설을 경제 엔진으로서 재탄생시킬 계획을 세우기 위해 공공 및 민간 부문 

리더들과 전국의 경제개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뉴욕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며, 교정시설 재개발 위원회는 그러한 

계획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의 사장, CEO 겸 커미셔너인 Hope Knigh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초청으로 새로 마련된 교정시설 재개발위원회에 합류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포드 재단의 Darren Walker 회장 및 자문단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주지사의 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재 개발은 주지사와 

ESD에게 우선적 과제이며, 노화된 교정시설을 업계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시설로 

전환한다면 혁신적으로 주 전역에 활기를 불어넣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포드 재단의 Darren Walker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정시설을 폐쇄하는 것은 수감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모두를 위한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도 기여하며, 개인과 지역사회가 번영하기 위한 경제 개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재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Hochul 주지사의 수감시설 재개발 위원회에 합류하여 

수감 인원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웰빙을 개선하며, 안전을 개선하고 모두를 위한 정의 

실현의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Osborne Association의 사장 겸 CEO인 Elizabeth Gayne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Osborne Association의 설립자가 Sing Sing 교도소의 소장으로서 '이 고철 덩어리를 

수리점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한 지 100년이 되었습니다. 그 후, Osborne은 수감자는 

물론, 수감자를 방문하여 도와주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로 감옥을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많은 수감시설이 문을 열고 닫는 사이에 뉴욕의 경제는 

발전할 수 없었으며, 감옥 폐쇄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지만 이제 교정시설 재개발위원회가 그 일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Osborne은 

뉴욕주, 뉴욕시, 민간 자선기관, 상업 리더, 브롱스 주민들의 지원을 받아 버려진 풀턴 

교정시설을 130명 이상의 출소자들을 위해 전환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재활 

센터로 전환하기 위해 6년 이상 노력해왔습니다. 전국의 교정시설에서 수십 년 동안 일한 

경력을 바탕으로 교정시설 재개발위원회를 통해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자원으로 재탄생시킬 방법을 찾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뉴욕주 카운티협의회(Association of Counties)의 Stephen Acquario 전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카운티는 Hochul 주지사가 교정시설 폐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구상할 독특한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이러한 교정시설을 지역사회를 개선하고 강화할 자산으로 전환할 

새로운 아이디어와 전략을 찾아내기를 기대합니다."  

  

연초 Hochul 주지사는 시정 방침에서 뉴욕주의 경제적 요구사항을 해결하고, 명확하며 

신뢰할 수 있는 행동 계획을 제시할 교정시설 재개발 기회를 분석하는 일을 담당할 

위원회를 결성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가을 Hochul 주지사가 파악한 폐쇄 

예정인 교정시설은 지난 15년 동안 폐쇄된 20곳의 시설에서 추가되는 시설입니다. 이번 

교정시설 폐쇄를 통해 더욱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시설을 전환하여,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길을 열어줄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위원회에는 주정부 기관과 재단, 지역 리더 및 이해 관계자는 물론이고, 교외의 빈 

교정시설을 지역사회 번영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할 경제 개발 

전문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제1회 미팅이 오늘 열렸으며,  

  

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hony Annucci, 커미셔너 대행, 뉴욕주 교정 및 지역사회 감독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  



  

Erik Kulleseid, 커미셔너, 뉴욕주 공원, 레크리에이션 및 역사 보존 사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Jeanette Moy, 커미셔너, 일반서비스국(Office of General Services)  

  

Robert Mujica, 국장, 뉴욕주 예산국(Division of Budget)  

  

Roberta Reardon, 커미셔너, 뉴욕주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Steve Acquario, 전무, 뉴욕주 카운티협의회(Association of Counties)  

  

Deborah Berke, 창립 파트너, Deborah Berke Partners  

  

Heather Briccetti, 사장 겸 CEO, 뉴욕주 비즈니스 위원회(The Business Council of New 

York State)  
  

Jeff Buell, 회장, Redburn Development  

  

David Buicko, 사장 겸 CEO, Galesi Group  

  

Penny Hill, Hudson Valley 커뮤니티 칼리지 경제개발 및 노동력 이니셔티브(Economic 

Development and Workforce Initiatives) 담당 학과장  

  

Christa Hines, 전무, Hudson River Housing  

  

Stanley Richards, 부사장, 포춘 소사이어티(Fortune Society)  

  

Ryan Silva, 전무, 뉴욕주 경제개발위원회(Economic Development Council)  

  

Deanna Van Buren, 창립자, Designing Justice and Designing Spaces  

  

교정시설 경제개발위원회는 연말까지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며, 심층 분석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회의 분석 결과를 알리는 

업무를 돕기 위해 뉴욕주와 ESD는 각 교정시설의 지역을 대표하는 이해 관계자를 

참여시켜 해당 지역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시설의 미래 용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계를 위한 권장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욕주 교정시설 재개발위원회의 웹 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교정시설 및 지역사회 서비스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ervices)의 커미셔너 대행 Anthony J. Annucc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990년대 초 

저희 서비스부가 확장되는 동안 뉴욕주 전역의 지역사회는 새로운 교정시설의 개발을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esd.ny.gov%2Fprison-redevelopment-commission&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017f2f378dfd4f8afdd508da3cfd5ac3%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8935609999600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8E02cVnjQSEUgacQ19P2liw46Cr3F14TVOHvYYKwauQ%3D&reserved=0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감 인원이 감소하고 교정시설이 폐쇄되면서 수십 년 전에 

교정시설을 허락해준 지역사회를 위해 이러한 자산을 재활용할 기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Erik Kulleseid, 뉴욕주 공원, 레크리에이션 및 역사 보존 사무국의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정시설 재개발위원회의 위원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사무국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권장하며, 지역사회의 전통을 보존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을 재활용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뉴욕주 일반서비스국의 Jeanette Moy 커미셔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폐쇄된 교정시설을 생산적인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것을 행정부의 우선 과제로 

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교정시설 재개발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뉴욕주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뉴욕주 전역의 지역사회에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재개발할 방법을 찾기 

위해 공공, 민간, 비영리 부문의 동료들과 협력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산부의 Robert F. Mujica, Jr.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특히 뉴욕주 

북부 지역의 교정시설을 재구상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할 기회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전역의 경제를 재활성화한다는 목표 하에 Hochul 주지사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기관, 옹호 단체, 민간 부문의 중요한 이해 관계자가 모인 중요한 위원회에서 일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뉴욕주 노동부의 커미셔너 Roberta Reard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쇄된 교정시설에 

새 생명을 불어 넣는 일은 뉴욕주가 어느 곳보다 앞서고 있는 분야이며, 지역사회의 

주민을 위해 새로운 취업의 기회를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뉴욕주의 훌륭한 경제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와 전문 인력에게 기여하는 새로운 재활성화 프로젝트를 

위한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Deborah Berke Partners의 창립 파트너인 Deborah Berk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쇄된 교정시설에 대해 재고하고 지역사회 및 주변 인력과 연결하며 관계를 강화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Heather Briccetti, 뉴욕주 비즈니스 위원회의 사장 겸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비전을 통해 뉴욕주와 민간 기업들은 뉴욕주 북부 지역의 여러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경제 개발의 기회에 투자하여 경제 효과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참여하여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Redburn Development의 Jeffrey Buell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전역에는 

미래 사회를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재개발위원회는 교정시설의 

재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사회의 경제 발전이 



지역마다 독특한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과정에 참여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David Buicko, Galesi Group의 사장 겸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개발 위원회에 

참여하여 Hochul 주지사와 함께 교정시설의 재구성으로 얻게 될 경제개발 기회를 최대한 

살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Galesi Group은 정부 소유 시설을 재개발하고 경제 및 

채용 기회를 창출하며, 폐쇄된 시설을 주민들에게 되돌려주는 일과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시작하기를 기대합니다."  

  

Hudson Valley 커뮤니티 칼리지의 경제개발 및 노동력 이니셔티브의 담당 학과장인 

Penny Hi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 개발을 위해서는 인재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경제적 성과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역동적인 인재를 확보해야 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지만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업계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허드슨 밸리 커뮤니티 칼리지와 함께 뉴욕주 전역에서 인재 개발과 기술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교정시설을 재활용할 방법을 찾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더 많은 뉴욕 주민들이 더 나은 급여를 받고 전문적 직위를 가지게 되며, 업계는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Hudson River Housing, Inc.의 CPA 전무 Christa Hine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udson River Housing은 주민과 지역사회가 번영할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교정시설 재개발위원회의 일원으로서 뉴욕주의 폐쇄된 교정시설을 새로운 

경제 및 지역사회 번영의 장소로 전환하는 과정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할 최선의 방법에 대해 뉴욕주 전역의 주민과 지역사회 리더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법을 찾고, 저렴한 주거시설 및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저희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춘 소사이어티의 Stanley Richards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가 

뉴욕주의 교정시설을 줄이고 경제개발 기회를 가장 필요로 하는 주민과 지역사회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교정시설의 폐쇄는 

뉴욕주의 대규모 수용 시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오랜 세월 범죄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려는 뉴욕주의 노력을 상징합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교정시설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지역사회에 더 큰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뉴욕주가 더욱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뉴욕주 경제개발위원회(New York State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NYSEDC)의 Ryan Silva 상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합리적인 재활용은 경제 개발의 

중요한 요소이며 공공, 민간, 학계, 비영리 부문의 전략적 계획 수립과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를 설립해준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 덕분에 NYSEDC는 

구성원들을 대신하여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교정시설을 현대화하고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며, 뉴욕주 전역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Designing Justice and Designing Spaces의 창립자인 Deanna Van Bure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재투자에 초점을 맞추어 대규모 수감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유일한 건축업체로서 Designing Justice + Designing 

Spaces(DJDS)는 뉴욕주의 폐쇄된 교정시설을 전환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Atlanta 시장인 Keisha Lance Bottoms와 아틀란타시 구치소(Atlanta 

City Detention Center) 일을 한 경험은 수감보다 배려하는 것을 우선하여 달성할 수 있는 

재생 작업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DJDS는 재활용 주거시설, 생존자를 위한 공간, 

전환, 교육, 재활, 재투자,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포함한 "배려의 에코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수감시설을 대체할 방법을 설계하는 업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뉴욕주 상원의원 Julia Salaza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재개발위원회를 

만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폐쇄된 교정시설을 지역사회를 위한 일자리외 기회 창출의 

공간으로 전환하여 교정시설에 의존하지 않는 뉴욕주 경제 엔진으로 재탄생시킨 

교정시설 개혁 작업을 확대했습니다. 재개발위원회가 보여준 파트너십과 리더십으로 

희망을 얻었으며 더 많은 아이디어와 제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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