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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ADAMS 시장과 함께 주정부와 시정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하철 

안전 개선 및 교통 범죄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 발표  

  

NYPD 및 MTA 경찰은 플랫폼과 열차 배치 경관을 일간 오버타임 기준 약 1,200개 

시프트 증원하여, 피크 시간 기준 300개가 넘는 지하철 역에 경관 배치  

  

새로운 정신과 센터 전담 유닛을 구성하여 심각한 정신 질환을 가진 거리 및 지하철 

노숙자 지원  

  

MTA 경찰, NYPD, EMS/EMT가 노숙 인구에 대응하여 정신과 평가가 필요한 개인을 

이송할 수 있도록 새로운 훈련 실시  

  
  

Kathy Hochul 뉴욕 주지사는 Eric Adams 뉴욕시 시장과 함꼐 오늘 뉴욕시 지하철의 

안전을 개선하고 교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에는 주정부 공공 비상 기금의 투자 증액을 비롯해 시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지하철 배치 경관 증원 등이 포함됩니다. NYPD와 MTA는 플랫폼 배치 경관을 일간 

추가 약 1,200명 증원하며, 이는 매일 추가 순찰 인력을 약 10,000명 증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합니다. 또한 두 개의 전담 정신과 유닛을 신설하여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로서 저의 최우선 과제는 뉴욕 주민이 

거리, 자택, 학교, 지하철 등 어디에서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하철 승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지하철 

안전 전략인 콥스, 카메라, 케어(Cops, Cameras, and Care)를 확대함으로써 지하철 

범죄를 단속하고 노숙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지하철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뉴욕 주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승객의 불안을 해소합니다. 시정부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뉴욕 주민이 반드시 누려야 하는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시장은 물론 NYPD와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Eric Adams 뉴욕시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노력은 뉴욕 주민들이 절실히 

원했던 두 가지 과제를 달성합니다. 추가 경관 수백 명을 전략적으로 열차에 배치하는 것, 

그리고 심각한 정신 질환을 가진 노숙자들이 지하철에서 거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안전의 현실과 이상을 모두 고려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한 Hochul 주지사와의 파트너십 확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지하철 

안전 계획(Subway Safety Plan)의 성공을 이어갈 것입니다. 승객들이 더욱 많은 경관을 

지하철에서 만나고, 또한 잠재적 위법자들도 경관을 마주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해 지하철 안전 보장을 위해 투자해주신 주정부에 감사드립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 경찰청(Police 

Department)과 뉴욕시 경찰청(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 NYPD)은 협력을 통해 

시스템 전반에 경관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플랫폼과 열차에 배치 경관을 증원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Adams 시장이 지하철 안전 계획(Subway Safety Plan)을 발표한 이래 

8개월간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합니다.  

  

MTA 경찰을 펜 역(Penn Station), 그랜드 센트럴 역(Grand Central Station), 아틀란틱 

터미널(Atlantic Terminal), 셧핀-아처 역(Sutphin-Archer (자마이카) Station) 등 네 개의 

주요 통근 철도 허브에 배치합니다. 이를 통해 약 100명 NYPD의 경관이 주요 교통 요점 

및 지하철 역 배치에서 해방될 수 있으며, 따라서 통근자 및 잠재적 범죄자들은 교통 

시스템에서 더 많은 경관을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MTA는 보안 개선을 위해 지하철 차량 내 카메라 설치를 계속 추진합니다. 이는 

승객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운전사는 경찰관이 배치된 역에 

들어갈 때 해당 내용을 승객들에게 방송으로 알립니다.  

  

지하철에서 생활하며 심각한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숙자를 지원하고 Hochul 

주지사가 시행한 안전 옵션 지원(Safe Options Support) 위기 개입팀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Hochul 주지사는 뉴욕주 정신보건국(New York State Office of Mental Health, 

OMH)에 25개 전담 병상 두 곳을 마련하여 50명 수용 역량을 확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OMH는 MTA 경찰, NYPD, EMS/EMT를 대상으로 위기 개입 훈련을 확대하여 

이들에게 노숙자 대응에 대한 모범 사례를 교육하고 충분한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정신과 감정이 필요한 개인의 이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 

확대는 지하철 안전 및 노숙자 지원에 대한 주정부와 시정부의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합니다. Hochul 주지사와 Adams 시장은 또한 심각한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 및 강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Janno Lieber MTA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우리 

지하철 시스템의 안전 개선을 위한 주정부와 시정부의 파트너십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지하철 승객은 노동절(Labor Day) 이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복 경관 

매치 확대, 지하철 차량 카메라 설치, 삶의 질 문제 해결 등을 통해 승객의 신뢰를 얻을 

것입니다. MTA는 지하철을 위해 노력하고 리더십을 보여주신 Hochul 주지사와 Adams 

시장께 감사드립니다."  

  

Keechant L. Sewell 뉴욕시 경찰청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NYPD와 MTA는 우리의 

지하철과 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오랫동안 협력해왔습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1.nyc.gov%2Foffice-of-the-mayor%2Fnews%2F087-22%2Fmayor-adams-releases-subway-safety-plan-says-safe-subway-prerequisite-new-york-city-s&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ad9a6f0eee4242a675e908dab45c2f79%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2060532431952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NZ%2BxeKPiPiAcgwGQrVGdKi7oeB9YsiqrUvDhxLKkMls%3D&reserved=0


 

 

긴밀한 협력, 경관 배치, 승객과의 적극적 소통 등을 통해, 우리는 안전한 교통 시스템, 

그리고 안전한 도시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정신보건국 커미셔너인 Ann Sullivan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가장 취약한 뉴욕 주민을 지원하겠다는 Hochul 주지사의 의지를 반영하여, OMH는 

노숙을 하고 있는 뉴욕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한 이니셔티브 두 개를 시작합니다. 

노숙자 지원 입원 유닛(Transition to Home Inpatient Units)은 지역사회에서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목표로 치료에 집중한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주거 스텝다운 프로그램(Community Residential Step-Down Program)은 

지역사회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독립 생활을 

체험할 있는 단기 숙소에서 집중 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독립적인 생활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기술을 교육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정신 

질환을 가진 노숙자 지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안전 옵션 지원팀(Safe Options Support 

Teams)의 성공 경험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MTA 경찰 및 NYPD 경관 증원 배치  

MTA 경찰청과 NYPD가 협력하여 근무 경관을 증원하고 플랫폼과 열차 등에 배치를 

늘립니다. MTA 경찰은 2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1차적으로 네 곳의 주요 통근 허브 인근 

및 직접 연결된 지하철 역을 순할하는 책임을 맡고, NYPD는 지하철 시스템 전반적으로 

순찰 역량을 확대합니다. MTA 경찰청은 일간 순찰 인력을 60명 배치하며 이는 경찰청 간 

시프트 차이를 고려할 때, 추가 NYPD 경관 90명에 해당하는 증원입니다.  

  

추가 NYPD 배치 및 지원 강화를 통해 NYPD는 일간 야간 시프트 약 1,200개, 또는 추가 

근무 약 10,000 시간에 해당하는 역량을 교통 시스템 순찰 역량 확대에 투자합니다. 뉴욕 

주민들은 피크 시간 기준 최소 300개 역에서 플랫폼 순찰을 담당하는 경관들을 더욱 

자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배치 인력 증대에 따라 또한 교통 전담 경관은 피크 시간에 

추가로 수백 시간을 열차에서 더 근무할 수 있습니다. 개찰구 경관 역시 늘어나 사법 집행 

및 임금 징수 역량이 강화됩니다. 종합적으로 지하철 배치 경관이 늘어나 공공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MTA는 또한 보안 요원(출입구 보안요원(Gate Guards))을 일부 지하철 역에 배치하여 

"눈에는 눈" 방식의 사법 집행 기능을 수행하고 요금을 내지 않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신규 OMH 노숙자 지원 유닛  

Hochul 주지사는 OMH에 두 개의 노숙자 지원 유닛(Transition to Home Units, THU)을 

신설하여 심각한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지역사회 결속이 약한 거리 및 지하철 

노숙자가 OMH의 정신과 센터에서 회복에 초점을 맞춘 대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은 25개 병상으로 이루어진 입원 유닛 두 개를 포함하며, 첫 번째는 

맨해튼 정신과 센터(Manhattan Psychiatric Center, MPC)에서 11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OMH는 다운스테이트 정신과 병원의 역량을 평가하여 내년 초 두 번째 유닛 



 

 

운영을 시작할 것입니다. 두 개의 유닛 모두 만 18세 이상으로 심각한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노숙자를 대상으로 하며, MPC는 기타 병원과 연계하여 의학적으로 안정이 필요한 

환자가 입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THUs는 뉴욕시 병원 및 종합 정신과 응급 

프로그램(Comprehensive Psychiatric Emergency Programs, CPEP)에서 제한적으로 

환자를 추천받으며, 연계 병원의 수를 늘려갈 것입니다.  

  

THUs는 다양한 전문 분야의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직업 치료사, 기타 임상 및 

비임상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복 중심의 치료를 제공합니다. THUs 프로그램의 

모델은 지역사회로 합류할 수 있는 생활 관리 역량에 집중한 인텐시브 케어, 일반적 기술 

습득 지원, 정신과 치료 참여 독려를 위한 OMH 내외 기관과의 협력 등을 포함합니다.  

  

THU 환자가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 설계에는 

지역사회 안정성 강화를 위한 개별 맞춤형 서비스 평가가 포함됩니다. 성공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새로운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OMH는 지역사휘 주거 스텝다운 프로그램(Community 

Residential Step-Down Program)을 진행하여 THUs에서 퇴원한 사람들이 임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단기 주거 프로그램은 네 곳에 위치한 15개 유닛에서 

진행되어 총 60개의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독립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술 교육 서비스도 진행됩니다. 참여한 개인은 장기적인 성공을 누리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습니다.  

  

스텝다운 프로그램에 참여한 개인은 안전 옵션 지원(Safe Options Support), 적극 

지역사회 치료(Assertive Community Treatment), 집중 이동 치료(Intensive Mobile 

Treatment) 팀에 연결되어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20일 내에 영구 지원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습니다.  

  

사법 집행 인력 및 응급 요원의 훈련 강화  

OMH는 사법 집행을 위한 기본적인 위기 개입 역량 교육을 사법 집행 인력 및 응급 

요원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뉴욕주는 이러한 훈련 프로그램을 MTA 경찰, NYPD, 

EMS/EMT 등으로 확대하여 정신과적 평가가 필요한 개인을 병원 또는 CPEPs로 이송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훈련은 또한 정신 질환을 가진 거리 생활자에게 

대응하는 모범 사례를 적용합니다.  

  

경찰 배치 안내 실시  

경찰 배치 안내 방송은 사법 집행을 필요로 하는 고객을 지원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MTA 및 NYPD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플랫폼에 있거나 열차에 탑승하고 있는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알리기 위해, 경관들은 열차 운전사에게 연락하여 

안내 방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감시 카메라 설치  



 

 

MTA 시스템 내 카메라는 범죄 가해자 식별과 처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최근 Hochul 주지사는 MTA가 지하철 열차 6,500대 이상으로 카메라 설치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간 750대의 카메라가 지하철 열차에 설치되며, 

구매 절차 완료 후 2024년 말경 모든 지하철 차량에 카메라가 설치될 것입니다. 이에 

앞서 곧 지하철 차량에 100의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MTA와 NYPD는 계속 

협력하여 지하철 시스템에서 감시 시스템을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안전 옵션 지원팀  

올해 초, Hochul 주지사와 Adams 시장은 OMH가 안전 옵션 지원(Safe Options Support, 

SOS) 팀을 구성하여 뉴욕시에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SOS팀은 숙련된 정신 

의학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뉴욕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 팀과 

협력하여 만성적인 거리 생활을 하고 있는 개인을 지원합니다. 팀은 이러한 개인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응급 또는 지원 주택 프로그램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4월 운영을 시작한 이래, 지원팀은 410명을 대상으로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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