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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독방 감금 경찰 관리할 공동 합의에 대한 ANDREW M. CUOMO 주지사, ANDREA
STEWART-COUSINS 다수당 대표, CARL HEASTIE 하원 의장의 성명서
"올해 인간적 장기 대안(Humane Alternatives to Long-Term, HALT)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실망했지만 저희는 교도소에서 독방의 사용을 현저히 줄이겠다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 새 조치들은 올해 대표적 개혁에 기반하며, 우리 형사 사법
제도에서 불평등을 바로잡고 비인간적인 관례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함께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작업하고 뉴욕주가 앞서 나아가도록 싸우며
더욱 강하고 공정한 뉴욕을 만들 것입니다."
행정상 시행될 해당 합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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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임신부, 장애인 등 취약한 수감자를 독방 감금용 특수 주택
감옥에 배치하는 것 엄격하게 금지, 심각한 행위를 저지른 수감자만
독방 감금용 특수 주택 감옥에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규정.
독방 감금용 특수 주택 감옥에 수용하기로 허가된 수감자의 감금
시간은 최대 30일로 보장.
수감자가 독방에서 나와 시설 일반 구역으로 돌아오기 전에 수용될
뉴욕주 교정 및 지역사회 감독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 DOCCS)의 특수 감옥 사용
확장. 특수 감옥에 수용된 경우 수감자는 자기 계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프로그램 및 치료를 받을 예정이며 해당 감옥에 배정된
직원은 추가 훈련을 받아야 할 예정.
특수 감옥에 수용된 수감자가 부과된 처벌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할당된 프로그램을 완료하면 시설 내 일반 감옥으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 성공적으로 사회 복귀 프로그램을 마친 수감자의
형기가 늘어난 경우 감형될 것이라는 추정도 있을 예정.
수감자가 규율 형태인 필수 서비스를 받고 교정 및 지역사회
감독부(DOCCS)가 처벌로 식사를 제한하거나 식사를 변경하지
않도록 보장할 예정.
독방 감금은 교정 시설 및 수감자들의 안전 및 안보를 크게 해칠 수
있는 심각한 행위를 처벌할 때만 사용할 것 보장.
단계적 축소 기술, 암묵적 편견, 트라우마 이해, 분쟁 처리 등 특수
주택 감옥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의 교육 강화.

###

다음 웹사 이 트에 더 많은 뉴 스 가 있습 니 다: www.governor.ny.gov
뉴욕 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