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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주지사 전과 기록이 있는 뉴욕시민들의 장벽을 낮추기 위한 행정 조치 발표

주지사, 전과 기록이 있는 뉴욕시민이 고용, 주택, 및 의료 관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Council on Community Re-Entry의 권고사항을 승인 및 채택했음

권고사항은 성공적인 교화를 지원하고, 공공 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재범률 지출을
줄이고, 저장 수천만 달러의 세금을 절약하고, 뉴욕시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지역사회에 다시 교화하려고 하는 전과기록이 있는
뉴욕시민들이 직면한 장벽을 제거하는 Council on Community Re-Entry &
Reintegration에서 제정한 12개의 권고사항이 현 주정부에 의해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권고사항은 고용부터 주거 및 건강 관리까지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뉴욕주가 전국에서 개인이 성공적으로 자신의 시간을 다시 사회에 참여하는 데 할애할
수 있게 해주는 국가의 리더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로써 세금 지출을
줄이고 공공의 안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은 개인이 어떤 배경과 상황에 있든 자신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기회의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회의 노력은 전과자
기록이 있는 개인의 가족과 지역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우리의 동료 시민의
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공정하고 안전한 뉴욕을 만들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2014년 7월 Council on Community Re-Entry & Reintegratio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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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하여 과거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들이 직면한 장벽을 파악하고 변화를 위한
권고사항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뉴욕주 교도소에서는 매년
25,000명 이상의 수감자들이 출소하기 때문에 연구에 따르면 성공적인 교화 정책이
없다면 재범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적으로, 뉴욕주의 연간 수감된
개인당 지출은 60,000달러입니다.
오늘, Cuomo 주지사는 위원회의 모든 12개의 권고사항을 승인했고 현 주정부가 이를
완전히 준수, 이행 및 집행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전과기록이 있는 뉴욕시민들과
공공안전 및 옹호 지역사회의 대표단은 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열정이 있는 주지사의
조치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1. 뉴욕이 지원하는 주택에 대한 새로운 차별 금지 지침 채택
새로운 지침은 유죄 판결 하나만을 기준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담당자가 범죄의 심각성,
범죄 발생 이후의 기간, 범죄 당시 신청자의 연령, 신청자의 교화에 대한 증거 등의
요인에 따라 신청자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Division of Homes
& Community Renewal은 완전한 규정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 당국과 함께
협력합니다.
이 개혁이 시행되기 전 개인은 교화에 대한 고려가 없었거나 해당 이웃에 대한 실질적
위험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전과만을 토대로 주거의 권리를 무시당했습니다.
이 지침은 뉴욕주 당국에서 관리하는 뉴욕주 지원 공공 주택 연방법 8절 임대 지원과
Housing Finance Agency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임대 주택을 포함합니다.
2. 국가 직업 허가증 취득 자격이 있는 신청자를 평가하는 균일한 지침 설정.
설정
새로운 지침은 이발사, 구급요원, 부동산 중개인 등 허가증을 필요로 하는 신청자에게
적용되며, 허가증을 부여했다는 전제 하에, 허가증 발급과 고용을 지배하는 뉴욕의 차별
금지 법령에 대한 개별화된 고려가 이를 반대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이 지침이
시행되기 전에는, 여러 개의 다른 직업 허가증에 대한 신청서 검토에 대하여 고르지 않은
접근법이 있었습니다.
3. 뉴욕주 당국에 대한 "공정한
공정한 기회 고용"
고용 채택.
채택
경쟁을 통해 뉴욕주 당국을 통해 입사하려는 신청자는 해당 당국이 후보자와 면담하지
않았거나 해당 후보자의 고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와 그러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과거 전과에 대한 정보를 논의하거나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개인이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알게 되면 불행하게도 고용주는 종종 해당 신청자를 더 이상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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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아무리 많은 자격을 갖추고 있더라도 많은
뉴욕시민들은 뉴욕주 서비스에 포함된 고용 시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
당합니다.
4. 10개의
개의 뉴욕주 허가증 승인 및 고용 규정 개정.
개정
새로운 규정은 전과기록을 가진 자들이 인가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장벽을
줄여줍니다. 변화는 Departments of Health, State, & Environmental Conservation에서
이뤄졌습니다. 이전 규정은 전과를 가진 사람들에게 법령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엄격한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과거 전과 기록을 가졌더라도 남녀 누구나
법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절대 금지에 영향을 받지 않고 기존의 엄격한 법적 체계에 따라
허가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5. 과거 수감 기록이 있는 자들을 지원 주택 대상 집단으로 포함.
포함
출소 후 집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뉴욕주가 지원하는 주택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는 대상
집단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출소 후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은 사회에
진출한 이후 공공 서비스와 함께 주택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개인들을 수용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재범률과 쉼터 시스템의 이용을 줄여줄 것입니다.
6. 교화에 대한 고려를 낳는 문서에 대한 신청 절차 간소화.
간소화
Relief from Disabilities & Certificates of Good Conduct 인증서는 자격이 되는 자들에게
있어서 교화에 대한 고려를 낳는 유용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취득할 수 있는 새롭고
접근 가능한 과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인증서를 신청하는 과정은 역사적으로
부담스럽고 느렸습니다.
7. 뉴욕주 교도소를 출소하는 자이 교통부가 발행한 ID를
를 취득할 수 있는 길 마련.
마련
국영 교도소에서 출소한 개인은 운전 면허증과 학습자 인가 등 허용될 경우, 뉴욕주
교도소에서 발행한 ID, 출소증명서, 출생 증명서와 사회보장카드가 있는 경우 신분증
양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누구나 뉴욕주가 발행한 ID를 필요로 하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과거 자료에 따르면 뉴욕주 교도소에서 출소한 자들
중29%는 출소 후 6개월 만에 그러한 ID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과정에서 얻은
초기 보고서에 따르면 출소자 중 45%는 이제 같은 시간 프레임에서 똑 같은 ID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50% 증가).
8. Apploi Corp.에서
에서 기부한 신기술 지원을 통해 구직 활동 시작.
시작
이 새로운 키오스크 기반 시스템은 전과기록을 가진 구직자들이 잠재 고용주에게
비디오로 자신을 광고함으로써 부정적인 선입견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혁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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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면 구직자들은 공식적인 신청과 관료 계층에 의해 위축되고 자신들이 기여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사례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9. 주 교도소 수감자가 출소 후 사용할 수 있는 더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능력 제공.
제공
손해 배상 이외의 비용을 지불하는 외부 수입원으로부터 개인에게 보낸 자금 중 일부를
전환하는 새로운 지침들이 도입 및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개혁이 시행되기 전 가족과
다른 외부 수입원로부터 감금된 개인에게 오는 자금 중 100%는 벌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출소 후에는 개인에게 돌아가는 돈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새로운 지침이 있더라도, 손해 배상은 모든 전과자의 최우선 및 주 의무이자 전액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0. 주 교도소 출소 후 정신병이 있는 자들을 위한 새로운 주거 공간 및 치료 시설 마련.
마련
뉴욕시로 다시 돌아오는 심각한 정신 질환을 가진 개인에게 지원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Department of Mental Health에서는 해당자들을 위한 수용 공간을 늘릴
예정입니다. 이 지원 주거 공간은 정신병을 않거나 거리에서 방황하는 자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11. 의료 보험에 가입한 출소자 인원 수 늘리기.
늘리기
새 Medicaid 가입 노력은 완전히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와 Department of
Corrections & Community Supervision의 지도에 따라 이뤄집니다.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약 400명 정도의 인원이 등록했습니다. 출소자들은 상당한 의료 요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범위는 약물 남용 장애와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 치료 등을 필요로
합니다. 의료 보험이 없다면, 출소자들은 더 비싼 응급실 방문을 통해 뉴욕의 모든 비용을
치르는 것으로 끝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2. 출소자들이 배우자 및 동반자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허용.
허용
출소자들이 집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노숙자를 줄일 뿐 아니라 출소 후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저렴하고 인도적인
길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이제 개인화된 결정이 그러한 동반자를 연루시키는 가정
폭력의 어떤 지표를 찾지 못하는 한 배우자 및 동반자와 함께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전 행정 정책은 폭행 기록이 없는 동반자와 함께 사는 소수의 인원들에게 있어서
의도와 달리 어려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Alphonso David 주지사 담당 고문은
고문 "출소했거나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나, 자신들의 가족과 함께 생활할 때나, 건강을 유지할 때도 자신의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장애물을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이 위원회는 전과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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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직면한 불필요한 장벽을 낮추고, 공공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
당국과 열심으로 협력했습니다. 1년 만에, 위원회는 이미 이러한 노력에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Rossana Rosado 이사회 의장은
의장 "올해의 목표는 달성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체계적 장벽의 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특히 인종에 관한 한 우리 동료 뉴욕시민들 중 대다수가 직면한 2급
시민권에 대한 파괴적인 영향과 낙인을 퇴치하는 데 있어서 뉴욕이 선두주자임을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용 기회 개선을 위한 폭 넓은 교육 기회를 홍보하고, 건강 관리 장벽을
낮추고, 범죄 기록의 공개 노출을 통해 타인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고,
공정성과 공공의 안전에 따라 전과가 있는 자들에게 주거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해결안을 계속 찾음으로써 이 성공적인 첫 해를 꾸준히 채워갈 것입니다.
Council on Community Re-Entry & Reintegration 회원은 다음과 같습니다(알파벳 순).
Robert Burns, Monroe카운티 집행 유예 사무실, 최고 책임자
Alphonso David, 주지사 담당 고문
Soffiyah Elijah, 뉴욕 교정 협회, 전무 이사
Elizabeth Gaynes, Osborne 협회, 전무 이사
Elizabeth Glazer, 뉴욕 시 형법 사무실, 이사
Ann Jacobs, John Jay 대학 죄수 재진입 사업, 이사
Seymour James, 법률 구조 협회, 형사 변호사
Angela Jimenez, 특별 자문
Rick Jones, 할렘 환경 수비사 서비스, 전무 이사
Max Kenner, Bard 교도소 사업, 설립자 및 전무 이사
Mary Kornman, Westchester카운티 검찰청, 전략 기획 및 범죄 제어국 이사
Georgia Lerner, 여성 교도소 협회, 전무 이사
Glenn Martin, Just 리더십 USA, 설립자 겸 사장
George McDonald, DOE 기금, 설립자 겸 사장
Brenda McDuffie, 버팔로 도시 리그, 사장 겸 CEO
Julio Medina, 엑소더스 전환 지역사회, 설립자, 전무 이사 겸 CEO
JoAnne Page, 포춘 사회(Fortune Society), 사장 겸 CEO
Chauncey Parker, 맨해튼 검찰청, 범죄 예방 전략에 대한 집행 보조 지방 검사
Sean Pica, Hudson Link, 전무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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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sana Rosado, John Jay 대학 형사 사업, 위원회 회원 (위원장)
Jessica Roth, Cardozo 법대, 사법에 대한 접근 조교수와 국립 센터, 이사
Paul Samuels, 법적 조치 센터, 이사 및 회장
Sam Schaeffer, 고용 기회 센터, CEO/전무 이사
Joanne Schlang, 안전한 지역사회 치료 대안, 전무 이사
Danielle Sered, Vera정의 연구소, 이사, 일반 정의
Anthony Thompson, 뉴욕대 법대, 교수
Chris Watler, 법원 혁신 센터, 할렘 지역사회 정의 이사
Marsha Weissman, 대안 지역사회를 위한 센터, 전무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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