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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전과자를 위한 주택 기회를 늘리는 새로운 시범 프로그램 발표 

 

공영 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할 전과자를 주의깊게 심사하고 감시할 스키넥터디, 

시러큐스, 화인트 플레인스 공영 주택 기관들 

 

뉴욕주무부 (New York Department of State)가 기금을 대고 주립 교정감독부 (State 

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가 지원하는 시범 프로그램 

 

노숙자에 대처하고, 공공 안전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복귀 시 재범의 위험을 줄이는 조치 

 

주지사의 지역사회 재진입 및 재통합 위원회 (Council on Community Re-Entry and 

Reintegration)를 통해 수립된 최신 형사 사법 개혁 (Criminal Justice Reform) 법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전과자인 뉴욕 주민들이 새로운 시범 프로그램에 

따라 가족들과 안전하게 재결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3곳의 공영 주택 기관에서 시범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스키넥터디, 시러큐스, 화이트 플레인스 시의 이 기관들은 

신중하게 심사되고 감시된 전과자들이 가족과 함께 공영 주택에 살도록 허용하기 위해 

미국 주택 도시 개발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의 요청에 응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재범이 발생할 위험을 크게 

줄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 신중한 심사와 모니터링 지침을 거쳐서 자격을 갖춘 사람은 

가족과 재결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범 프로그램은 장벽을 허물어서 전과자들이 

사회로 다시 돌아가도록 도우며 공공 안전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기관의 활동을 돕기 위해, 뉴욕주 주무부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State)는 

이러한 사람들의 행적을 추적하여 관리를 하기 위한 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정감독부 (Department of Correction and Community Supervision)는 가석방 담당관을 

통해 참가자들을 감독하고 정상적인 감독 과정의 일환으로 가정 방문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주택 기관이 요청하는 다른 시간대에도 담당관들은 그렇게 합니다. 

 



뉴욕주 도시 주택 기관들을 포함하여 미국 주택 도시 개발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가 지원하는 공영 주택 기관들은 성범죄자 및 

필로폰의 원료인 메스암페타민 생산자를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과거 범죄 행위가 있는 

주택 지원자를 심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재량권을 가집니다. 하지만 많은 기관들은 

신청자들을 이렇게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 결과로 사회에 끼치는 

위험이 적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분리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과 우리 

지역사회에 손해를 끼치면서 강제로 불안정한 주거 상태 또는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베라 연구소 (Vera Institute)의 2016년 연구 결과는 신중하게 심사된 사람들을 공영 

주택에 거주하는 가족들과 재결합시키는 것이 지역사회를 위해 안전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뉴욕시 주택 기관 (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이 진행중인 주택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한 85명중 한 명도 등록 이후 새로운 범죄를 저질러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주지사의 지역사회 재진입 및 재통합 위원회 (Council on Community Re-Entry and 

Reintegration)는 이러한 결과를 다른 주택 기관들에게 소개했으며 이 세 기관들은 이 

접근법을 시험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키넥터디 카운티 지역사회 액션 주식회사 

(Schenectady County Community Action, Inc.), 시러큐스의 피스 주식회사 (PEACE, 

Inc.), 웨스트체스터 지역사회 기회 프로그램 (Westchester Community Opportunity 

Program)은 등록자와 그 가족에게 케이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공영 

주택 기관들은 모든 참가자가 주민들에게 공공 안전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도록 여러 

중요한 요소들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의 범죄 배경, 재활 경로, 가족 구조 

등이 포함됩니다. 이 시범 프로그램이 종료될 무렵, 성공적으로 적응한 참가자들은 

영구히 자신의 가정에 뿌리내릴 수 있게 됩니다.  

 

Richard Homenick 스키넥터디 공공주택 기관 (Schenectady Public Housing 

Authority)의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키넥터디에서 가족을 재결합하여 

가족관계를 강화하고, 개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며, 공공 안전을 향상시키는 이번 기회에 

대해 우리는 매우 흥분해 있으며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지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시민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제공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William J. Simmons 시러큐스 공공주택 기관 (Syracuse Housing Authority)의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러큐스 주택 기관 (Syracuse Housing Authority)은 

가족 재결합 시범 프로그램 (Family Reunification Pilot program)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케이스 관리 지원책은 참여자가 해당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Mack Carter 화이트 플레인스 공공주택 기관 (White Plains Housing Authority)의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님, 커미셔너 위원회, 주민, 관리 직원들은 

참가자들이 가족과 그들의 지역사회에 복귀하여 가족과 재결합 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 

https://storage.googleapis.com/vera-web-assets/downloads/Publications/coming-home-nycha-family-reentry-pilot-program-evaluation/legacy_downloads/coming-home-nycha-family-reentry-pilot-program-evaluation.pdf


있습니다. 일부 가족의 경우는 이번에는 충분히 신속하게 올 수는 없습니다. 화이트 

플레인스 주택 기관 (White Plains Housing Authority)은 우리가 요청에 응하고 있다고 

믿는, 공영 주택 제도 밖에서 수감되고 감금된 가족을 돌보고 사려 깊게 대하도록 수년 

동안 요구 받았습니다.” 

 

Rossana Rosado 주무장관 겸 주지사의 지역사회 재진입 및 재통합 위원회 (Council on 

Community Re-Entry and Reintegration)의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전과자들의 성공을 돕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챔피온이 되었습니다. 

주택은 이 참여자들이 가족과 재결합할 수 있는 필수적인 첫 걸음입니다. 이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Anthony J. Annucci 뉴욕주 교정감독부 (NYS 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죄 감소에 대한 핵심 

요소는 전과자들이 수감 생활에서 벗어나 사회로 다시 복귀해서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도록 돕는 것이라고 인식한 Cuomo 주지사님의 선견지명에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냅니다. 몇 년 전 주지사님은 주택, 취업, 가석방 중인 사람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 

이용과 같은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 재진입 위원회 (Reentry Council)를 만들었습니다. 

이 최신 프로그램은 주지사님의 비전을 최대한 확실하게 발전시킬 것입니다.” 

 

RuthAnne Visnauskas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 (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안정적인 주거 생활 

및 가족 관계는 반복적인 재범 및 노숙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아직도 전과자들은 

주택 신청시 직접적이고 암묵적인 차별에 자주 직면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우리 

기관의 노력과 결합하여 이 시범 프로그램은 전과자들이 가족들이 재결합하여 

안정되도록 주택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확대해 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사회 복귀 장벽을 퇴치하려는 지속적인 계획은 가족을 다시 불러 모으고 더 공정하고 

보다 관대한 사회를 만드는 방법의 사례를 만드는, 이 문을 여는 열쇠를 제공합니다.” 

 

Cuomo 주지사의 지역사회 재진입 및 재통합 위원회 (Council on Community Re-Entry 

and Reintegration) 
 

이 시범 프로그램의 확대는 현재 진행 중이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Cuomo 

주지사의 지역사회 재진입 및 재통합 위원회 (Council on Community Re-Entry and 

Reintegration)를 통해 최근 몇가지 다른 사회 재진입 중심의 주택 개혁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2015년, 주지사는 이 위원회의 몇 가지 초기 주택 관련 권장 사항을 뉴욕주가 

이행하도록 주지사가 수락하고 지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시점에서, 이러한 권장 

사항을 통해 주택 신청 자격이 있는 전과자들에게 가능한 수많은 추가 주택 옵션을 

제공했습니다.  

  

http://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executive-actions-reduce-barriers-new-yorkers-criminal-convictions


이러한 주택 관련 권장 사항은 이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으며 2016년 한 

해에만 다음과 같이 시행되었습니다. 

 

· 뉴욕주에 배치된 섹션 8 임대 지원 신청자 16,755명 중 1퍼센트 미만이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거부당했습니다. 

· 6개 단체는 특별히 전과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택을 86채를 뉴욕주 전 

지역에 만들기 위해 최근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원 주택 프로그램 (Empire State 

Supported Housing Initiative)의 조건부 보조금을 수령하였습니다. 

·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전과자들을 위한 100채의 지원 주택이 현재 뉴욕시에서 

건설되고 있습니다. 

· 가정 폭력 기록이 있는 200명 가까운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노숙자로 머물던 

이전의 배타적인 관행을 변화시켜서 폭력의 역사가 없는 파트너들과 함께 살도록 

허락되었습니다. 

 

Nicholas Turner 베라 형사정책 연구소 (Vera Institute of Justice) 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 전 지역의 공영 주택 기관들이 감옥에서 사회로 복귀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택 기회를 확대하도록 한 Cuomo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뉴욕시 

주택 기관 가족 복귀 시범 프로그램 (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 Family Reentry 

Pilot)에서 볼 수 있듯이, 주택 및 지원 서비스는 수감생활 이후에 다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기본 요소입니다. 공영 주택에 더 많은 가족을 재결합시킴으로써, 

우리는 공공 안전을 향상시키고 가족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Kristin Miller 뉴욕의 CSH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직접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지역사회로 복귀한 사람들이 지원 네트워크에 대한 안정성과 강력한 연결을 

촉진하는 가정에서 가족과 재결합할 경우 모든 이가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지사님의 

지원 덕분에, 우리는 화이트 플레인스, 시러큐스, 스케넥터디가 다음과 같이 뉴욕시 시범 

프로그램과 동일한 긍정적인 결과를 거둘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i) 수감생활을 마친 

사람들의 성공적인 재결합, (ii) 더 강력해진 가족간 유대, (iii) 공공 주택 및 그 주변에 

거주하는 이웃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해 비용이 절감되고 더 안전해진 환경.” 
 

David Condliffe 지역사회 대안센터 (Center for Community Alternatives)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과 Rosado 주무 장관님은 복귀 서비스를 지원하여 

우리 지역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가족과 안정된 주택에 대한 

지원은 우리 모두가 성공을 기대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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