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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주주주주 교정교정교정교정 시설에서시설에서시설에서시설에서 안전을안전을안전을안전을 진흥하고진흥하고진흥하고진흥하고 금제품을금제품을금제품을금제품을 방지하기방지하기방지하기방지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1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이상을이상을이상을이상을 지원한다고지원한다고지원한다고지원한다고 발표발표발표발표 

 

적발하기적발하기적발하기적발하기 어려운어려운어려운어려운 금제품이금제품이금제품이금제품이 교정교정교정교정 시설시설시설시설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사용되기사용되기사용되기사용되기 전에전에전에전에 교정교정교정교정 요원들이요원들이요원들이요원들이 발견하도록발견하도록발견하도록발견하도록 
'Cellsense' 기술이기술이기술이기술이 돕습니다돕습니다돕습니다돕습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Cellsense 기술 사용을 주의 모든 54개 교도소로 

확대하여 교정지역사회감독부가 이러한 시설 내에서의 금제품 및 무기류를 단속하는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1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Cellsense 기기는 

재소자 전신 수색과 우편물, 세탁물, 매트리스 및 기타 재소자 소지품을 검색하는 데 

사용되는 첨단 휴대용 탐지 시스템입니다. 4월 이래 이 기기들이 뉴욕주의 54개 교도소 

중 48개소에 배치되었으며, 나머지 시설들은 금년말까지 받을 것입니다. 

 

“이 신기술은 금제품을 더 잘 적발하여 뉴욕주 교도소에서 불법 활동의 억제책으로 

작용하여 교정 공무원 및 재소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교정 시스템이 우리 시설의 

안전과 안보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도구를 갖추도록 할 것입니다.” 

 

전통적 금속 탐지기와 달리 요원들은 이러한 기기를 쉽게 움직이고 심지어 숨길 능력을 

갖기 때문에 이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영역과 때에도 금제품과 무기류를 

수색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셋업하는 데 1분도 안 걸리는 이 기기는 

지나가는 재소자들을 전신 스캐닝하여 적은 시간에 더 많은 재소자들을 수색할 수 

있습니다. 사용 첫 몇 주만에 이 기기들은 금속 무기류 및 바늘 같은 수 많은 불법품을 

적발하였습니다.  

 

Dutchess 카운티 Beekman 소재 Green Haven 교정 시설에서는 Cellsense가 한 

재소자에 대해 요원에게 경보하였는데, 나중에 그는 면도날을 전기 테이프에 감싸 삼킨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어떻게 무기를 싸서 몸에 숨기느냐에 따라 전통적 수단으로는 

종종 적발되지 않습니다.  

 

교정커뮤니티감독부교정커뮤니티감독부교정커뮤니티감독부교정커뮤니티감독부 커미셔너커미셔너커미셔너커미셔너 대행대행대행대행 Anthony Annucci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금제품은 지속적인 문제로서 우리 시설의 요원과 재소자 모두에게 위험을 제기합니다. 

DOCCS는 Cellsense 같은 기술의 이용을 늘렸으며, Cuomo 지사는 우리 교도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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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신기술을 적극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부로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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