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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전과자들을전과자들을전과자들을전과자들을 돕기돕기돕기돕기 위한위한위한위한 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 33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전과자들의 성공적 사회 복귀를 위한 서비스를 조율하고 

관리하는 19개 카운티의 재진입 태스크포스를 위한 보조금 330만 달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조금은 전과자들이 사회로 복귀함에 따라 밝은 미래를 건설하도록 돕는 현지 

노력을 뒷받침할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약물 오용 프로그램, 

정신건강 관리, 직업 훈련 기회 및 유사한 이니셔티브에 투자함으로써 우리는 관련자 

모두를 위해 재진입 과정을 더 안전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뉴욕주를 살고 일하기에 더 

튼튼하고 든든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며, 본인은 주 전역의 우리 파트너들을 지원하여 

자랑스럽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커뮤니티 기반 프로그램을 뒷받침함으로써 재범률을 낮추고 공공안전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전과자들을 위해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할 서비스 이외에 각 

태스크포스를 위해 코디네이터를 고용하기 위한 보조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 각 태스크포스는 전과자들에게 목표 지향의 증거 기반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상술할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필수의 인지 

행동 개입이 포함되었습니다. 그것은 재범율의 리스크 요인을 다루고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서비스에는 약물 오용 및 정신건강 치료, 직업 훈련, 알선 및 기능 

개발이 포함됩니다. 
 

태스크포스가 있는 카운티는 다음과 같습니다: Albany, Broome, Bronx, Dutchess, Erie, 
Kings (Brooklyn), Monroe, Nassau, New York (Manhattan), Niagara, Oneida, 

Onondaga, Orange, Rensselaer, Rockland, Schenectady, Suffolk, Ulster 및 

Westchester 카운티. 
 

주 형사정의과가 보조금을 교부하고 보조금을 받은 비영리 단체들과 제휴하여 일하면서 

태스크포스들이 설계한 대로 증거 기반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 기술적 지원, 

훈련 및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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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들이 사회로의 재통합을 추구할 떄 직면하는 장애물을 완화하기 위해 주지사는 

2014년에 커뮤니티 재진입 재통합 뉴욕주 협의회를 창설하였습니다. 이 협의회는 

카운티 재진입 태스크포스들을 설문조사하여 커뮤니티로 돌아오는 전과자들의 전망을 

개선할 규제적 및 행정적 변경사항을 파악하였습니다. 그 피드백에 근거해 협의회는 주 

기관들과 협력하여 다수의 규제적 및 행정적 변경사항을 마련하고 있는데 최종 구현 

단계에 있어서 금년 하반기에 발표될 것입니다. 
 

형사정의과 과장 Michael C. Gree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가석방자들이 사회로 복귀하면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데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과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을 탐구하기 위해 광범위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조하는 

프로그램들이 최고의 결과를 내고 재정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에서도 

최고의 수익을 얻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재진입 프로그램은 

범죄자들이 행동을 바꾸어 생산적이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서 

피해자를 줄이고 뉴욕주를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듭니다.” 
 

태스크포스는 법집행, 커뮤니티 감독, 사회복지, 정신건강, 피해자 옹호 기관들의 현지 

대표 및 약물 오용 치료 제공자들로 구성됩니다. 19개 카운티 각각의 재진입 

태스크포스의 공동회장은 카운티의 선출직 관리 대표와 주 교정커뮤니티감독부의 

대표입니다.  
 

주 교정커뮤니티감독부 부장 대행 Anthony J. Annucci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재범율을 낮추는 데 계속 집중하시는 Cuomo 지사께 박수를 보내며, 가석방자를 위한 

의미있는 재진입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충분히 보조할 것입니다. Cuomo 지사 밑에서 

주의 재소자 수는 25년래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DOCCS는 재소자들이 석방을 위한 

준비가 되도록 하는데 계속 전념하며, 가석방자들이 자기 커뮤니티에서 이용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 서비스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보조금 사이클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프로그램들은 

최대 4차례의 연례 갱신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보조금은 카운티 및/또는 특정 카운티 

기관에 교부되며, 그러면 카운티나 기관이 비영리 단체와 제휴하게 됩니다. 또는 직접 

비영리 단체에 교부될 수도 있습니다. 
 

보조금은 아래와 같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뉴욕시뉴욕시뉴욕시뉴욕시 

• Bronx County, The Osborne Association과 제휴: $100,000 

• Kings 카운티 지방검사실: $200,000 

• New York 카운티, Center for Court Innovation 및 Fund for the City of New 

York과 제휴: $200,000 
 
Long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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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ssau 카운티 사회복지과, Family and Children’s Association과 제휴: 
$165,600 

• Suffolk 카운티 보호관찰과: $363,840 
 
Mid-Hudson 

• Dutchess 카운티, Exodus Transitional Community, Inc.과 제휴: $100,000 

• Orange 카운티 보호관찰과, RECAP, Inc.과 제휴: $141,120 

• Rockland 카운티 지방검사실, Rockland Independent Living Center와 제휴: 
$100,000 

• Ulster 카운티, Family of Woodstock, Inc.과 제휴: $100,000 

• Westchester 카운티 지방검사실: $139,680 
 
주도주도주도주도 지역지역지역지역 

• Albany 카운티 정신건강과: $195,840 

• Rensselaer 카운티 지방검사실: $100,000 

• Schenectady 카운티, Center for Community Justice, Inc.과 제휴: $118,080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중부중부중부중부 지역지역지역지역 

• Oneida 카운티, Workforce Investment Board와 제휴: $114,240 

• Onondaga 카운티 지방검사실 및 사회복지과: $270,240 
 
Southern Tier 

• Broome 카운티 정신건강과: $101,760 
 
Finger Lakes 

• Monroe 카운티 보호관찰과, DELPHI와 제휴: $353,280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서부서부서부서부 지역지역지역지역 

• Erie 카운티 정신건강과, Spectrum Human Services와 제휴: $367,680 

• Niagara 카운티 보호관찰과, Community Missions와 제휴: $100,000 
 

또한 형사정의과와 교정커뮤니티감독부는 노동부와 제휴하여 재진입 및 태스크포스 

일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서밋을 개최합니다. 최초의 

서밋은 이달초 뉴욕시에서 개최되었으며 앞으로 주도 지역과 뉴욕주 서부 지역에서 두 

차례 더 개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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