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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 전 지역의 취업 및 재진입 서비스를 위한 1,000만 달러 이상의 

기금에 대해 발표 

 

가석방, 집행유예, 법원 명령 프로그램 하의 사람들을 위한 직업 훈련, 정신 건강, 기타 

서비스를 재정지원하는 보조금 

 

수감 상태에서 지역사회로 복귀하려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퀸즈에서 창설되는 새로운 

주정부 지원의 카운티 재진입 태스크포스 (County Re-Entry Task Force)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현재 지역사회 감독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직업훈련 

및 기타 재진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위한 1,000만 달러 이상의 

기금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 보조금으로 퀸즈에 뉴욕주가 지원하는 새로운 

카운티 재진입 태스크포스 (County Re-Entry Task Force)를 창설할 것이며, 뉴욕주 전 

지역의 19개의 다른 기존 태스크포스가 주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지역사회로 더 많은 

사람들이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허용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투자는 자신의 삶을 돌이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와 자원에 접근하도록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위기에 처한 뉴욕주민들이 좀 더 생산적인 삶을 

선도하는 것을 돕고,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들이 재범과 수감이란 

악순환의 고리를 끊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 보조금의 최초 640만 달러는 가석방된 사람들, 집행유예 중인 사람들, 법원이 수감 

프로그램에 대한 대안을 추천한 사람들에게 고용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뉴욕주 

전 지역의 13개 기관과 비영리 단체들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이 보조금은 뉴욕주 전 

지역에 지급될 것이며, 온타리오 카운티, 올리언즈 카운티, 슈토이벤 카운티, 톰킨스 

카운티, 웨인 카운티가 포함된 5개 카운티에서 처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금을 수령하는 13개 단체는 재범과 수감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서 증거 기반 

전략을 이용할 것입니다.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범위의 이들 프로그램들은 전환 

고용을 포함하여 직업 준비를 향상시키는 인지 행동 조절 프로그램 및 서비스 뿐만 

아니라 직업 알선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매년 약 2,500명의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받을 것입니다. 



보조금의 나머지 4백만 달러로 퀸즈의 새로운 카운티 재진입 태스크포스 (County Re-

Entry Task Force)를 창설하며, 19개의 기존 태스크포스들이 조정업무 담당자를 

고용하여, 올버니 카운티, 브룸 카운티, 브롱크스 카운티, 더치스 카운티, 이리 카운티, 

킹스 카운티, 먼로 카운티, 나소 카운티, 뉴욕 카운티, 나이아가라 카운티, 오네이다 

카운티, 오논다가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렌셀러 카운티, 록랜드 카운티, 스키넥터디 

카운티, 서퍽 카운티, 얼스터 카운티,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이 20개의 태스크포스는 주립 교도서의 수감 기간 이후 자신의 카운티로 귀환하려는 약 

5,000명의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범죄 행위의 원인이 되는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긍정적인 

동기를 활용하고, 사회적 기술을 더 개발하도록 설계한 약물남용 및 정신건강 조정 치료, 

직업 훈련, 취업알선 및 기술개발, 인지행동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카운티 재진입 태스크포스 (County Re-Entry Task Forces)는 카운티와 주 교정 및 

지역사회 감독부 (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 의 대표들이 

공동 의장을 맡으며, 피해자 지지자, 약물남용 치료 제공자 뿐만 아니라 법집행 기관, 

지역사회 감독, 사회 복지,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정 지원된 기관 및 단체의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ichael C. Green 형사사법제도과 (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커미셔너 

집행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증거 기반 사례를 활용하는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확장하는 Cuomo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이 프로그램들과 서비스는 

사람들이 재범이란 악순환의 고리를 깰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가지고 더 나은 쪽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도록 지원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Anthony J. Annucci 교정 및 지역사회 감독부 (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Cuomo 

주지사님이 자신의 비전 제시적인 리더십으로 지역사회로 성공적으로 재진입하기 위한 

범죄자의의 여정을 따라 범죄자들을 지원하도록 자원을 제공해주시는 점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전과자 한 명이 합범적으로 고용될 경우, 재범률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가 더 안전해지며, 뉴욕의 세금 수입이 올라갑니다.” 

 

Cuomo 주지사는 그의 재임기간 중, 사회로 복귀되고자 하는 전과자들이 직면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일해 왔습니다. 지역사회 재진입 및 사회복귀 주립 협의회 

(state’s Council on Community Re-Entry and Reintegration)의 권고에 따라, 주지사는 

다른 일들 중에서도 주정부 기관을 위한 '공정한 고용기회 (fair chance hiring)'를 

제정했으며, 직업 면허증 후보자 평가시 단일 차별 금지 지침을 시행했습니다. 전과가 

있는 자격 응시자의 94퍼센트가 주립 직업 면허를 취득하는데 결과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이 협의회의 업무 및 이 보조금 프로그램들은 또한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 경력 센터들을 통해서 개발된 인맥을 통해 남녀 전과자들을 일자리에 연계시키는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EmploymentFocusedServicesGrants.pdf


성공을 위한 노동 (Work for Success) 주립 프로그램을 보완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주 전역의 약 18,500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형사사법제도과 (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소개 

뉴욕주 형사사법제도과 (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는 (i)법 집행 훈련, (ii)주 

전체 범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iii)범죄 경력 정보와 지문 파일 유지, (iv)뉴욕주 경찰과 

협력하여 뉴욕주 DNA 데이터뱅크 관리 감독, (v)기금 조달 및 집행 유예와 사회 교정 

프로그램 감독, (vi)연방 및 주 형사 사법 기금 관리, (vii)뉴욕주 전체 형사 사법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viii)뉴욕주 성범죄자 목록 (Sex Offender Registry) 관리 등 다양한 

책임을 부여받은 다목적 형사 사법 지원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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